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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Oracle Solaris Cluster 시스템 관리 설명서에서는 SPARC 및 x86 기반 시스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구성을 관리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 – 이 Oracle Solaris Cluster 릴리스에서는 SPARC 및 x86 제품군의 프로세서 구조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이 설명서에서 "x86"은 x86 호환 제품군을 가리킵니다. 이
설명서의 내용은 달리 지정되지 않은 경우 모든 플랫폼에 해당됩니다.
이 문서는 Oracle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많은 숙련된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계획이나 판촉용 안내서가 아닙니다.
이 설명서의 지침을 이해하려면 Oracle Solaris 운영 체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Oracle Solaris Cluster에서 사용하는 볼륨 관리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Bash는 Oracle Solaris 11의 기본 쉘입니다. Bash 셸 프롬프트에 표시된 시스템 이름은
명확성을 위해 표시됩니다.

UNIX 명령어 사용
이 문서에는 Oracle Solaris Cluster 데이터 서비스 설치 및 구성과 관련된 명령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종료, 시스템 부트 및 장치 구성과 같은 기본 UNIX 명령과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 UNIX 명령과 절차에 대한
정보는 다음 소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
■

Oracle Solaris 운영 체제에 대한 온라인 설명서
Oracle Solaris 운영 체제 매뉴얼 페이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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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규약
다음 표는 이 책에서 사용되는 표기 규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P–1

표기 규약

활자체

설명

예

AaBbCc123

명령, 파일 및 디렉토리의 이름,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입니다.

.login 파일을 편집하십시오.
모든 파일을 나열하려면 ls -a를
사용합니다.
machine_name% you have mail.

컴퓨터 화면 상의 출력과는 달리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사항입니다.

machine_name% su

aabbcc123

자리 표시자: 실제 이름이나 값으로
대체됩니다.

rm filename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제거합니다.

AaBbCc123

책 제목, 새로 나오는 용어, 강조 표시할
단어입니다.

사용자 설명서의 6장을
참조하십시오.

AaBbCc123

Password:

캐시는 로컬에 저장된
복사본입니다.
파일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주: 일부 강조된 항목은
온라인에서 굵은체로
나타납니다.

명령 예의 셸 프롬프트
다음 표에서는 Oracle Solaris OS에 포함된 셸에 대한 기본 UNIX 시스템 프롬프트와
수퍼유저 프롬프트를 보여 줍니다. 명령 예에서 표시되는 기본 시스템 프롬프트는 Oracle
Solaris 릴리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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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 프롬프트

셸

프롬프트

Bash 셸, Korn 셸 및 Bourne 셸

$

수퍼유저용 Bash 셸, Korn 셸 및 Bourne 셸

#

C셸

machine_name%

수퍼유저용 C 셸

machine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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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Oracle Solaris Cluster 항목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에 나열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Oracle Solaris Cluster 설명서는 http://www.oracle.com/technetwork/indexes/
documentation/index.html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서

하드웨어 설치 및 관리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
개별 하드웨어 관리 설명서

개념

Oracle Solaris Cluster Concepts Guide

소프트웨어 설치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

데이터 서비스 설치 및 관리

Oracle Solaris Cluster Data Services Planning and Administration
Guide 및 개별 데이터 서비스 설명서

데이터 서비스 개발

Oracle Solaris Cluster Data Services Developer’s Guide

시스템 관리

Oracle Solaris Cluster 시스템 관리 설명서
Oracle Solaris Cluster Quick Reference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Oracle Solaris Cluster Upgrade Guide

오류 메시지

Oracle Solaris Cluster Error Messages Guide

명령 및 함수 참조

Oracle Solaris Cluster Reference Manual
Oracle Solaris Cluster Data Services Reference Manual
Oracle Solaris Cluster Geographic Edition Reference Manual
Oracle Solaris Cluster Quorum Server Reference Manual

Oracle Support에 액세스
Oracle 고객은 My Oracle Support를 통해 온라인 지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를 참조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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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사용
Oracle Solaris Cluster 설치 및 사용에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문의할 때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
■
■
■

이름 및 전자 메일 주소(있을 경우)
회사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시스템 모델 및 일련 번호
운영 환경의 릴리스 번호(예: Oracle Solaris 11)
Oracle Solaris Cluster의 릴리스 번호(예: Oracle Solaris Cluster 4.0)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서비스 담당자에게 제공할 시스템 정보를 수집합니다.
명령

기능

prtconf -v

시스템 메모리의 크기를 표시하고 주변 장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합니다.

psrinfo -v

프로세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pkg list

설치된 패키지를 알려줍니다.

prtdiag -v

시스템 진단 정보를 표시합니다.

/usr/cluster/bin/clnode show-rev

각 노드에 대한 Oracle Solaris Cluster 릴리스 및
패키지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var/adm/messages 파일의 내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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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장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방법 소개

이 장에서는 전역 클러스터 및 영역 클러스터 관리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하며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도구 사용 절차를 설명합니다.
■
■
■
■
■

14 페이지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개요”
15 페이지 “Oracle Solaris OS 기능 제한 사항”
16 페이지 “관리 도구”
17 페이지 “클러스터 관리 준비”
18 페이지 “클러스터 관리 시작”

이 안내서의 모든 절차는 Oracle Solaris 11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역 클러스터는 하나 이상의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로만 구성됩니다. 또한 노드가
아니라 HA for Zones 데이터 서비스로 구성된 고가용성 컨테이너(자원)인 solaris
브랜드 비전역 영역이 전역 클러스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영역 클러스터는 전역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영역 클러스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Oracle Solaris Cluster
Concepts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영역 클러스터는 하나 이상의 solaris 브랜드 투표 노드로 구성됩니다. 영역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는 cluster 속성으로 설정된 solaris 브랜드의 비전역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다른 브랜드 유형은 영역 클러스터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Oracle Solaris 영역에서
제공하는 격리를 사용하여 전역 클러스터와 유사한 영역 클러스터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영역 클러스터는 전역 클러스터를 사용하므로 전역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는 영역 클러스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역
클러스터에는 시스템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역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영역 클러스터
노드는 동일한 시스템의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가 작동하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한
시스템의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가 실패하면 해당 시스템의 모든 영역 클러스터
노드도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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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개요
Oracle Solaris Cluster 고가용성 환경에서는 최종 사용자가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의 임무는 Oracle Solaris Cluster 구성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1 장, “Oracle
Solaris Cluster 구성 계획” 및 Oracle Solaris Cluster Concepts Guide 의 계획 정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영역 클러스터 만들기에 대한 지침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영역 클러스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는 다음 설명서에서 설명하는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

정기적으로 또는 매일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작업. 이 작업은 이 안내서에서 설명합니다.

■

설치, 구성 및 등록 정보 변경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 작업.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는
Oracle Solaris Cluster Data Services Planning and Administration Guide에서
설명합니다.

■

저장소나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추가하거나 복구하는 것 같은 서비스 작업.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는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에서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가 작동하는 동안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외부 노드가 필요하거나 노드를 종료한 경우에도 나머지 노드가
클러스터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체 클러스터를 종료해야 하는 절차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 외로 작동
중지 시간을 예약하여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클러스터나 클러스터
노드를 종료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십시오.

영역 클러스터 작업
두 개의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명령(cluster 및 clnode)을 하나의 영역 클러스터에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의 범위는 해당 명령이 실행된 영역
클러스터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에서 cluster 명령을
사용하면 투표 전역 클러스터 및 모든 영역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가 모두 검색됩니다.
영역 클러스터에서 cluster 명령을 사용하면 특정 영역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가
검색됩니다.
투표 노드에서 clzonecluster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 명령이 전역 클러스터의 모든 영역
클러스터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영역 클러스터 명령은 명령 실행 시 해당 노드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에도 영역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영향을 줍니다.
영역 클러스터는 RGM(Resource Group Manager)에 의해 제어되는 자원의 위임 관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영역 클러스터 관리자는 영역 클러스터 경계를 벗어난 영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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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종속성을 볼 수 있지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 노드의 관리자만 영역
클러스터 경계를 벗어난 종속성을 만들거나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록에는 영역 클러스터에서 수행되는 중요한 관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영역 클러스터 만들기 – clzonecluster configure 명령을 사용하여 새 영역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지침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영역
클러스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영역 클러스터 시작 및 재부트 – 3 장, “클러스터 종료 및 부트”를 참조하십시오.

■

영역 클러스터에 노드 추가 – 8 장, “노드 추가 및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

영역 클러스터에서 노드 제거 – 169 페이지 “영역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영역 클러스터 구성 보기 – 27 페이지 “클러스터 구성을 보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영역 클러스터 구성 검증 – 35 페이지 “기본 클러스터 구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영역 클러스터 중지 – 3 장, “클러스터 종료 및 부트”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OS 기능 제한 사항
서비스 관리 기능(Service Management Facility, SMF) 관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다음
Oracle Solaris Cluster 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지 마십시오.
표 1–1

Oracle Solaris Cluster 서비스

Oracle Solaris Cluster 서비스

FMRI

pnm

svc:/system/cluster/pnm:default

cl_event

svc:/system/cluster/cl_event:default

cl_eventlog

svc:/system/cluster/cl_eventlog:default

rpc_pmf

svc:/system/cluster/rpc_pmf:default

rpc_fed

svc:/system/cluster/rpc_fed:default

rgm

svc:/system/cluster/rgm:default

scdpm

svc:/system/cluster/scdpm:default

cl_ccra

svc:/system/cluster/cl_ccra:default

scsymon_srv

svc:/system/cluster/scsymon_srv:default

spm

svc:/system/cluster/spm:default

cl_svc_cluster_milestone

svc:/system/cluster/cl_svc_cluster_milestone:default

1장 •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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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Oracle Solaris Cluster 서비스

(계속)

Oracle Solaris Cluster 서비스

FMRI

cl_svc_enable

svc:/system/cluster/cl_svc_enable:default

network-multipathing

svc:/system/cluster/network-multipathing

관리 도구
명령줄을 사용하여 Oracle Solaris Cluster 구성에 대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명령줄 도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
clsetup 유틸리티를 통해 대부분의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작업을 대화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이 설명서의 관리 절차에서는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합니다.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메뉴 항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
■
■
■
■
■

쿼럼
자원 그룹
데이터 서비스
클러스터 상호 연결
장치 그룹 및 볼륨
개인 호스트 이름
새 노드
다른 클러스터 작업

Oracle Solaris Cluster 구성 관리에 사용되는 기타 명령은 다음 목록에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6

if_mpadm(1M)

IP Network Multipathing 그룹에서 한 어댑터에서 다른
어댑터로 IP 주소를 전환합니다.

claccess(1CL)

노드를 추가하기 위한 Oracle Solaris Cluster 액세스
정책을 관리합니다.

cldevice(1CL)

Oracle Solaris Cluster 장치를 관리합니다.

cldevicegroup(1CL)

Oracle Solaris Cluster 장치 그룹을 관리합니다.

clinterconnect(1CL)

Oracle Solaris Cluster 상호 연결을 관리합니다.

clnasdevice(1CL)

Oracle Solaris Cluster 구성을 위한 NAS 장치 액세스를
관리합니다.

clnode(1CL)

Oracle Solaris Cluster 노드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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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quorum(1CL)

Oracle Solaris Cluster 쿼럼을 관리합니다.

clreslogicalhostname(1CL)

논리적 호스트 이름에 대한 Oracle Solaris Cluster 자원을
관리합니다.

clresource(1CL)

Oracle Solaris Cluster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관리합니다.

clresourcegroup(1CL)

Oracle Solaris Cluster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관리합니다.

clresourcetype(1CL)

Oracle Solaris Cluster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관리합니다.

clressharedaddress(1CL)

공유 주소에 대한 Oracle Solaris Cluster 자원을
관리합니다.

clsetup(1CL)

Oracle Solaris Cluster 구성을 대화식으로 구성합니다.

clsnmphost(1CL)

Oracle Solaris Cluster SNMP 호스트를 관리합니다.

clsnmpmib(1CL)

Oracle Solaris Cluster SNMP MIB를 관리합니다.

clsnmpuser(1CL)

Oracle Solaris Cluster SNMP 사용자를 관리합니다.

cltelemetryattribute(1CL)

시스템 리소스 모니터링을 구성합니다.

cluster(1CL)

Oracle Solaris Cluster 구성의 전역 상태 및 전역 구성을
관리합니다.

clzonecluster(1CL)

영역 클러스터를 만들고 수정합니다.

또한 Oracle Solaris Cluster 구성의 볼륨 관리자 부분을 관리하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특정 볼륨 관리자에 따라 다릅니다.

클러스터 관리 준비
이 절에서는 클러스터 관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하드웨어 구성 문서화
Oracle Solaris Cluster를 구성하는 규모에 따라 사이트에 맞는 하드웨어 구성을
문서화하십시오. 클러스터를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 관리 작업을 줄이려면
하드웨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여러 클러스터 구성 요소 사이의 케이블 및 연결에
레이블을 지정하면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담당자가 클러스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클러스터의 초기 구성과 이후의 변경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1장 •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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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콘솔 사용
전용 워크스테이션 또는 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워크스테이션을 관리 콘솔로
사용하여 활성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콘솔은 클러스터 노드가 아닙니다. 관리 콘솔은 공용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기반
단말기 집중 장치를 통해 클러스터 노드에 원격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Oracle Solaris Cluster에는 전용 관리 콘솔이 필요 없지만 콘솔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동일한 시스템에서 콘솔과 관리 도구를 그룹화하여 중앙에서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더욱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백업
정기적으로 클러스터를 백업합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가 저장 장치에
데이터 사본을 미러하여 능률적인 환경을 제공하지만 이것으로 정기적인 백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구성은 장애가 여러 번 발생한 후에도 작동할 수
있지만 사용자나 프로그램 오류 또는 심각한 장애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로부터 보호할 백업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백업할 때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
■

모든 파일 시스템 분할 영역
DBMS 데이터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모든 클러스터 디스크에 대한 디스크 분할 영역 정보

클러스터 관리 시작
표 1–2에서는 클러스터 관리의 시작 위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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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도구

작업

도구

클러스터에 원격 로그인

클러스터에 원격으로
20 페이지 “클러스터에 원격
로그인하려면 명령줄에서 Oracle 로그인”
Solaris pconsole 유틸리티를
20 페이지 “클러스터 콘솔에 보안
사용합니다.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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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도구

작업

도구

대화식으로 클러스터 구성

clzonecluster 명령 또는
20 페이지 “클러스터 구성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합니다. 유틸리티에 액세스하는 방법”

(계속)
지침

Oracle Solaris Cluster 릴리스 번호 clnode 명령을 show-rev -v -node 21 페이지 “Oracle Solaris Cluster
및 버전 정보 표시
하위 명령 및 옵션과 함께
릴리스 및 버전 정보를 표시하는
사용합니다.
방법”
설치된 자원, 자원 그룹 및 자원
유형 표시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자원
정보를 표시합니다.
■
clresource
■
clresourcegroup
■
clresourcetype

23 페이지 “구성된 자원 유형,
자원 그룹 및 자원을 표시하는
방법”

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상태 확인

cluster 명령을 status 하위
명령과 함께 사용합니다.

24 페이지 “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공용 네트워크에서 IP 네트워크
다중 경로 그룹의 상태 확인

전역 클러스터의 경우 clnode
status 명령을 -m 옵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26 페이지 “공용 네트워크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영역 클러스터의 경우
clzonecluster 명령을 show 하위
명령과 함께 사용합니다.
클러스터 구성을 보십시오.

전역 클러스터의 경우 cluster
명령을 show 하위 명령과 함께
사용합니다.

27 페이지 “클러스터 구성을 보는
방법”

영역 클러스터의 경우
clzonecluster 명령을 show 하위
명령과 함께 사용합니다.
구성된 NAS 장치 보기 및 표시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의 경우 clzonecluster
명령을 show 하위 명령과 함께
사용합니다.

clnasdevice(1CL)

전역 마운트 지점 또는 클러스터
구성 확인

전역 클러스터의 경우 cluster
명령을 check 하위 명령과 함께
사용합니다.

35 페이지 “기본 클러스터 구성을
검증하는 방법”

영역 클러스터의 경우
clzonecluster verify 명령을
사용합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 로그의 /var/cluster/logs/ commandlog 42 페이지 “Oracle Solaris Cluster
내용 보기
파일을 검사합니다.
명령 로그 내용을 보는 방법”

1장 •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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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도구

작업

도구

지침

Oracle Solaris Cluster 시스템
메시지 보기

/var/adm/messages 파일을
검사합니다.

Oracle Solaris Administration:
Common Tasks의 “Viewing
System Messages”

Solaris Volume Manager 상태
모니터링

metastat 명령을 사용합니다.

Solaris Volume Manager
Administration Guide

(계속)

클러스터에 원격 로그인
명령줄에서 병렬 콘솔 액세스(pconsole)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원격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pconsole 유틸리티는 Oracle Solaris terminal/pconsole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pkg install terminal/pconsole을 실행하여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pconsole
유틸리티는 사용자가 명령줄에 지정하는 각 원격 호스트에 대해 호스트 단말기 창을
만듭니다. 또한 중앙(마스터) 콘솔 창을 열어서 거기에 입력한 내용을 각 연결로
전파합니다.
pconsole 유틸리티는 X Windows 내에서 또는 콘솔 모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관리 콘솔로 사용할 시스템에 pconsole을 설치합니다. 터미널 서버에서 IP
주소에 특정 포트 번호를 연결할 수 있는 경우 호스트 이름이나 IP 주소 외에도
terminal-server:portnumber로 포트 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console(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콘솔에 보안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
단말기 집중 장치 또는 시스템 컨트롤러가 ssh를 지원하는 경우 pconsole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해당 시스템의 콘솔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pconsole 유틸리티는 Oracle Solaris
terminal/pconsole 패키지의 일부로, 패키지를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됩니다. pconsole
유틸리티는 사용자가 명령줄에 지정하는 각 원격 호스트에 대해 호스트 단말기 창을
만듭니다. 또한 중앙(마스터) 콘솔 창을 열어서 거기에 입력한 내용을 각 연결로
전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onsole(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클러스터 구성 유틸리티에 액세스하는 방법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전역 클러스터에 대한 쿼럼, 자원 그룹, 클러스터 전송,
개인 호스트 이름, 장치 그룹 및 새 노드 옵션을 대화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clzonecluster 유틸리티는 영역 클러스터에 대해 이와 유사한 구성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setup(1CL) 및 clzonecluster(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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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전역 클러스터의 활성 구성원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2

구성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phys-schost# clsetup
■

전역 클러스터의 경우 clsetup 명령을 사용하여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phys-schost# clsetup

주 메뉴가 표시됩니다.
■

영역 클러스터의 경우 clzonecluster 명령을 사용하여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이
예에서 영역 클러스터는 sczone입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configure sczone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유틸리티에서 사용 가능한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clzc:sczone> ?
3

참조

▼

메뉴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영역 클러스터 구성”에 있는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clsetup 또는 clzonecluster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Cluster 릴리스 및 버전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이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수퍼유저로 로그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

Oracle Solaris Cluster 릴리스 및 버전 정보 표시
phys-schost# clnode show-rev -v -node

이 명령은 모든 Oracle Solaris Cluster 패키지의 Oracle Solaris Cluster 릴리스 번호와 버전
문자열을 표시합니다.
1장 •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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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1

Oracle Solaris Cluster 릴리스 및 버전 정보 표시
다음 예에서는 클러스터의 릴리스 정보 및 Oracle Solaris Cluster 4.0과 함께 제공된
패키지의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phys-schost# clnode show-rev
4.0
phys-schost#% clnode show-rev -v
Oracle Solaris Cluster 4.0 for Solaris 11 sparc
ha-cluster/data-service/apache
ha-cluster/data-service/dhcp
ha-cluster/data-service/dns
ha-cluster/data-service/ha-ldom
ha-cluster/data-service/ha-zones
ha-cluster/data-service/nfs
ha-cluster/data-service/oracle-database
ha-cluster/data-service/tomcat
ha-cluster/data-service/weblogic
ha-cluster/developer/agent-builder
ha-cluster/developer/api
ha-cluster/geo/geo-framework
ha-cluster/geo/manual
ha-cluster/geo/replication/availability-suite
ha-cluster/geo/replication/data-guard
ha-cluster/geo/replication/sbp
ha-cluster/geo/replication/srdf
ha-cluster/group-package/ha-cluster-data-services-full
ha-cluster/group-package/ha-cluster-framework-full
ha-cluster/group-package/ha-cluster-framework-l10n
ha-cluster/group-package/ha-cluster-framework-minimal
ha-cluster/group-package/ha-cluster-framework-scm
ha-cluster/group-package/ha-cluster-framework-slm
ha-cluster/group-package/ha-cluster-full
ha-cluster/group-package/ha-cluster-geo-full
ha-cluster/group-package/ha-cluster-geo-incorporation
ha-cluster/group-package/ha-cluster-incorporation
ha-cluster/group-package/ha-cluster-minimal
ha-cluster/group-package/ha-cluster-quorum-server-full
ha-cluster/group-package/ha-cluster-quorum-server-l10n
ha-cluster/ha-service/derby
ha-cluster/ha-service/gds
ha-cluster/ha-service/logical-hostname
ha-cluster/ha-service/smf-proxy
ha-cluster/ha-service/telemetry
ha-cluster/library/cacao
ha-cluster/library/ucmm
ha-cluster/locale
ha-cluster/release/name
ha-cluster/service/management
ha-cluster/service/management/slm
ha-cluster/service/quorum-server
ha-cluster/service/quorum-server/locale
ha-cluster/service/quorum-server/manual/locale
ha-cluster/storage/svm-mediator
ha-cluster/system/cfgchk
ha-cluster/system/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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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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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luster/system/dsconfig-wizard
ha-cluster/system/install
ha-cluster/system/manual
ha-cluster/system/manual/data-services
ha-cluster/system/manual/locale

▼

:4.0.0-0.21
:4.0.0-0.21
:4.0.0-0.21
:4.0.0-0.21
:4.0.0-0.21

구성된 자원 유형, 자원 그룹 및 자원을 표시하는
방법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수퍼유저가 아닌 사용자로 이 하위 명령을 사용하려면 solaris.cluster.read RBAC
인증이 필요합니다.
클러스터에 구성된 자원 유형, 자원 그룹 및 자원을 표시하십시오.
phys-schost# cluster show -t resource,resourcetype,resourcegroup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개인 자원, 자원 그룹
및 자원 유형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명령 중 하나와 함께 show 하위 명령을
사용합니다.
■
■
■

예 1–2

resource
resource group
resourcetype

구성된 자원 유형, 자원 그룹 및 자원 표시
다음 예에서는 클러스터 schost에 대해 구성된 자원 유형(RT Name), 자원 그룹(RG Name)
및 자원(RS Name)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cluster show -t resource,resourcetype,resourcegroup
=== Registered Resource Types ===
Resource Type:
RT_description:
RT_version:
API_version:
RT_basedir:
Single_instance:
Proxy:
Init_nodes:
Installed_nodes:

SUNW.sctelemetry
sctelemetry service for Oracle Solaris Cluster
1
7
/usr/cluster/lib/rgm/rt/sctelemetry
True
False
All potential masters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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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over:
Pkglist:
RT_system:
Global_zone:

False
<NULL>
True
True

=== Resource Groups and Resources ===
Resource Group:
RG_description:
RG_mode:
RG_state:
Failback:
Nodelist:

tel-rg
<NULL>
Failover
Managed
False
phys-schost-2 phys-schost-1

--- Resources for Group tel-rg --Resource:
Type:
Type_version:
Group:
R_description:
Resource_project_name:
Enabled{phys-schost-2}:
Enabled{phys-schost-1}:
Monitored{phys-schost-2}:
Monitored{phys-schost-1}:

▼

tel-res
SUNW.sctelemetry
4.0
tel-rg
default
True
True
True
True

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cluster status 명령은 영역 클러스터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수퍼유저가 아닌 사용자로 status 하위 명령을 사용하려면 solaris.cluster.read RBAC
인증이 필요합니다.
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phys-schost# cluster status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예 1–3

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상태 확인
다음 예에서는 cluster status 명령으로 반환된 클러스터 구성 요소에 대한 상태 정보
샘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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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schost# cluster status
=== Cluster Nodes ===
--- Node Status --Node Name
--------phys-schost-1
phys-schost-2

Status
-----Online
Online

=== Cluster Transport Paths ===
Endpoint1
--------phys-schost-1:nge1
phys-schost-1:e1000g1

Endpoint2
--------phys-schost-4:nge1
phys-schost-4:e1000g1

Status
-----Path online
Path online

=== Cluster Quorum ===
--- Quorum Votes Summary --Needed
-----3

Present
------3

Possible
-------4

--- Quorum Votes by Node --Node Name
--------phys-schost-1
phys-schost-2

Present
------1
1

Possible
-------1
1

Status
-----Online
Online

--- Quorum Votes by Device --Device Name
----------/dev/did/rdsk/d2s2
/dev/did/rdsk/d8s2

Present
------1
0

Possible
-------1
1

Status
-----Online
Offline

=== Cluster Device Groups ===
--- Device Group Status --Device Group Name
----------------schost-2

Primary
------phys-schost-2

Secondary
---------

Status
-----Degraded

--- Spare, Inactive, and In Transition Nodes --Device Group Name
----------------schost-2

Spare Nod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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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 Resource Groups ===
Group Name
---------test-rg

Node Name
--------phys-schost-1
phys-schost-2

Suspended
--------No
No

Status
-----Offline
Online

test-rg

phys-schost-1
phys-schost-2

No
No

Offline
Error--stop failed

test-rg

phys-schost-1
phys-schost-2

No
No

Online
Online

=== Cluster Resources ===
Resource Name
------------test_1

Node Name
--------phys-schost-1
phys-schost-2

Status
-----Offline
Online

Message
------Offline
Online

test_1

phys-schost-1
phys-schost-2

Offline
Stop failed

Offline
Faulted

test_1

phys-schost-1
phys-schost-2

Online
Online

Online
Online

Device Instance
--------------/dev/did/rdsk/d2

Node
---phys-schost-1

Status
-----Ok

/dev/did/rdsk/d3

phys-schost-1
phys-schost-2

Ok
Ok

/dev/did/rdsk/d4

phys-schost-1
phys-schost-2

Ok
Ok

/dev/did/rdsk/d6

phys-schost-2

Ok

=== Zone Clusters ===
--- Zone Cluster Status --Name
---sczone

▼

Node Name
--------schost-1
schost-2

Zone HostName
------------sczone-1
sczone-2

Status
-----Online
Online

Zone Status
----------Running
Running

공용 네트워크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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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IP Network Multipathing 그룹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clnode status 명령과 함께
사용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수퍼유저가 아닌 사용자로 이 하위 명령을 사용하려면 solaris.cluster.read RBAC
인증이 필요합니다.
클러스터 구성 요소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phys-schost# clnode status -m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예 1–4

공용 네트워크 상태 확인
다음 예에서는 clnode status 명령으로 반환된 클러스터 구성 요소에 대한 상태 정보
샘플을 제공합니다.
% clnode status -m
--- Node IPMP Group Status --Node Name
--------phys-schost-1
phys-schost-2

▼

Group Name
---------test-rg
test-rg

Status
-----Online
Online

Adapter
------nge2
nge3

Status
-----Online
Online

클러스터 구성을 보는 방법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수퍼유저가 아닌 사용자로 status 하위 명령을 사용하려면 solaris.cluster.read RBAC
인증이 필요합니다.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의 구성을 봅니다.
% cluster show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에서 cluster show 명령을 실행하면 클러스터에 대한 세부 구성
정보 및 영역 클러스터를 구성한 경우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1장 • Oracle Solaris Cluster 관리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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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zonecluster show 명령을 사용하여 영역 클러스터에 대한 구성 정보만 볼 수도
있습니다. 영역 클러스터의 등록 정보에는 영역 클러스터 이름, IP 유형, 자동 부트 및
영역 경로가 포함됩니다. show 하위 명령은 영역 클러스터 내에서 실행되며 특정 영역
클러스터에만 적용됩니다. 영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clzonecluster show 명령을
실행하면 특정 영역 클러스터에 표시되는 객체에 대한 상태만 검색됩니다.
cluster 명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표시하려면 세부 정보 표시 옵션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uster(1CL) 메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lzonecluster(1CL)clzonecluster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1–5

전역 클러스터 구성 보기
다음 예에서는 전역 클러스터에 대한 구성 정보를 나열합니다. 영역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도 나열됩니다.
phys-schost# cluster show

=== Cluster ===
Cluster Name:
clusterid:
installmode:
heartbeat_timeout:
heartbeat_quantum:
private_netaddr:
private_netmask:
max_nodes:
max_privatenets:
num_zoneclusters:
udp_session_timeout:
concentrate_load:
global_fencing:
Node List:
Node Zones:

cluster-1
0x4DA2C888
disabled
10000
1000
172.11.0.0
255.255.248.0
64
10
12
480
False
prefer3
phys-schost-1
phys_schost-2:za

=== Host Access Control ===
Cluster name:
Allowed hosts:
Authentication Protocol:

clustser-1
phys-schost-1, phys-schost-2:za
sys

=== Cluster Nodes ===
Node Name:
Node ID:
Enabled:
privatehostname:
reboot_on_path_failure:
globalzoneshares:
defaultpsetmin:
quorum_vote:
quorum_defaultvote:
quorum_resv_key:
Transport Adapter List:
28

phys-schost-1
1
yes
clusternode1-priv
disabled
3
1
1
1
0x43CB1E1800000001
net1, ne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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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ort Adapters for phys-schost-1 --Transport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net1
State:
Enabled
Transport Type:
dlpi
Property(device_name):
net
Property(device_instance):
1
Property(lazy_free):
1
Property(dlpi_heartbeat_timeout):
10000
Property(dlpi_heartbeat_quantum):
1000
Property(nw_bandwidth):
80
Property(bandwidth):
10
Property(ip_address):
172.16.1.1
Property(netmask):
255.255.255.128
Port Names:
0
Port State(0):
Enabled

Transport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net3
State:
Enabled
Transport Type:
dlpi
Property(device_name):
net
Property(device_instance):
3
Property(lazy_free):
0
Property(dlpi_heartbeat_timeout):
10000
Property(dlpi_heartbeat_quantum):
1000
Property(nw_bandwidth):
80
Property(bandwidth):
10
Property(ip_address):
172.16.0.129
Property(netmask):
255.255.255.128
Port Names:
0
Port State(0):
Enabled

--- SNMP MIB Configuration on phys-schost-1 --SNMP MIB Name:
State:
Protocol:

Event
Disabled
SNMPv2

--- SNMP Host Configuration on phys-schost-1 ----- SNMP User Configuration on phys-schost-1 --SNMP User Name:
Authentication Protocol:
Default User:
Node Name:
Node ID:
Type:
Enabled:
privatehostname:
reboot_on_path_failure:
globalzoneshares:
defaultpsetmin:
quorum_vote:
quorum_defaultvote:
quorum_resv_key:
Transport Adapter List:

foo
MD5
No
phys-schost-2:za
2
cluster
yes
clusternode2-priv
disabled
1
2
1
1
0x43CB1E1800000002
e1000g1, n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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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ort Adapters for phys-schost-2 --Transport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e1000g1
State:
Enabled
Transport Type:
dlpi
Property(device_name):
e1000g
Property(device_instance):
2
Property(lazy_free):
0
Property(dlpi_heartbeat_timeout):
10000
Property(dlpi_heartbeat_quantum):
1000
Property(nw_bandwidth):
80
Property(bandwidth):
10
Property(ip_address):
172.16.0.130
Property(netmask):
255.255.255.128
Port Names:
0
Port State(0):
Enabled

Transport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nge1
State:
Enabled
Transport Type:
dlpi
Property(device_name):
nge
Property(device_instance):
3
Property(lazy_free):
1
Property(dlpi_heartbeat_timeout):
10000
Property(dlpi_heartbeat_quantum):
1000
Property(nw_bandwidth):
80
Property(bandwidth):
10
Property(ip_address):
172.16.1.2
Property(netmask):
255.255.255.128
Port Names:
0
Port State(0):
Enabled

--- SNMP MIB Configuration on phys-schost-2 --SNMP MIB Name:
State:
Protocol:

Event
Disabled
SNMPv2

--- SNMP Host Configuration on phys-schost-2 ----- SNMP User Configuration on phys-schost-2 --=== Transport Cables ===

30

Transport Cable:
Cable Endpoint1:
Cable Endpoint2:
Cable State:

phys-schost-1:e1000g1,switch2@1
phys-schost-1:e1000g1
switch2@1
Enabled

Transport Cable:
Cable Endpoint1:
Cable Endpoint2:
Cable State:

phys-schost-1:nge1,switch1@1
phys-schost-1:nge1
switch1@1
Enabled

Transport Cable:
Cable Endpoint1:
Cable Endpoint2:
Cable State:

phys-schost-2:nge1,switch1@2
phys-schost-2:nge1
switch1@2
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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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Cable:
Cable Endpoint1:
Cable Endpoint2:
Cable State:

phys-schost-2:e1000g1,switch2@2
phys-schost-2:e1000g1
switch2@2
Enabled

=== Transport Switches ===
Transport Switch:
Switch State:
Switch Type:
Switch Port Names:
Switch Port State(1):
Switch Port State(2):

switch2
Enabled
switch
1 2
Enabled
Enabled

Transport Switch:
Switch State:
Switch Type:
Switch Port Names:
Switch Port State(1):
Switch Port State(2):

switch1
Enabled
switch
1 2
Enabled
Enabled

=== Quorum Devices ===
Quorum Device Name:
Enabled:
Votes:
Global Name:
Type:
Access Mode:
Hosts (enabled):

d3

Quorum Device Name:
Enabled:
Votes:
Global Name:
Type:
Hosts (enabled):
Quorum Server Host:
Port:

qs1
yes
1
qs1
quorum_server
phys-schost-1, phys-schost-2
10.11.114.83
9000

yes
1
/dev/did/rdsk/d3s2
shared_disk
scsi3
phys-schost-1, phys-schost-2

=== Device Groups ===
Device Group Name:
Type:
failback:
Node List:
preferenced:
numsecondaries:
diskset name:

testdg3
SVM
no
phys-schost-1, phys-schost-2
yes
1
testdg3

=== Registered Resource Types ===
Resource Type:
RT_description:
RT_version:
API_version:

SUNW.LogicalHostname:2
Logical Hostname Resource Type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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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_basedir:
Single_instance:
Proxy:
Init_nodes:
Installed_nodes:
Failover:
Pkglist:
RT_system:
Global_zone:
Resource Type:
RT_description:
RT_version:
API_version:
RT_basedir:
Single_instance:
Proxy:
Init_nodes:
Installed_nodes:
Failover:
Pkglist:
RT_system:
Global_zone:
Resource Type:
RT_description:
RT_version:
API_version:
RT_basedir:
Single_instance:
Proxy:
Init_nodes:
Installed_nodes:
Failover:
Pkglist:
RT_system:
Global_zone:
Resource Type:
RT_description:
RT_version:
API_version:
RT_basedir:
Single_instance:
Proxy:
Init_nodes:
Installed_nodes:
Failover:
Pkglist:
RT_system:
Global_zone:
Resource Type:
RT_description:
RT_version:
API_version:
RT_basedir:
Single_instance:
Proxy:
Init_nodes:
Installed_nodes:
Failover:
32

/usr/cluster/lib/rgm/rt/hafoip
False
False
All potential masters
<All>
True
<NULL>
True
True
SUNW.SharedAddress:2
HA Shared Address Resource Type
2
2
/usr/cluster/lib/rgm/rt/hascip
False
False
<Unknown>
<All>
True
<NULL>
True
True
SUNW.HAStoragePlus:4
HA Storage Plus
4
2
/usr/cluster/lib/rgm/rt/hastorageplus
False
False
All potential masters
<All>
False
<NULL>
True
True
SUNW.haderby
haderby server for Oracle Solaris Cluster
1
7
/usr/cluster/lib/rgm/rt/haderby
False
False
All potential masters
<All>
False
<NULL>
True
True
SUNW.sctelemetry
sctelemetry service for Oracle Solaris Cluster
1
7
/usr/cluster/lib/rgm/rt/sctelemetry
True
False
All potential masters
<All>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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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glist:
RT_system:
Global_zone:
=== Resource Groups and Resources ===
Resource Group:
RG_description:
RG_mode:
RG_state:
Failback:
Nodelist:

<NULL>
True
True
HA_RG
<Null>
Failover
Managed
False
phys-schost-1 phys-schost-2

--- Resources for Group HA_RG --Resource:
Type:
Type_version:
Group:
R_description:
Resource_project_name:
Enabled{phys-schost-1}:
Enabled{phys-schost-2}:
Monitored{phys-schost-1}:
Monitored{phys-schost-2}:
Resource Group:
RG_description:
RG_mode:
RG_state:
Failback:
Nodelist:

HA_R
SUNW.HAStoragePlus:4
4
HA_RG
SCSLM_HA_RG
True
True
True
True
cl-db-rg
<Null>
Failover
Managed
False
phys-schost-1 phys-schost-2

--- Resources for Group cl-db-rg --Resource:
Type:
Type_version:
Group:
R_description:
Resource_project_name:
Enabled{phys-schost-1}:
Enabled{phys-schost-2}:
Monitored{phys-schost-1}:
Monitored{phys-schost-2}:
Resource Group:
RG_description:
RG_mode:
RG_state:
Failback:
Nodelist:

cl-db-rs
SUNW.haderby
1
cl-db-rg
default
True
True
True
True
cl-tlmtry-rg
<Null>
Scalable
Managed
False
phys-schost-1 phys-schost-2

--- Resources for Group cl-tlmtry-rg --Resource:
Type:
Type_version:
Group:
R_description:

cl-tlmtry-rs
SUNW.sctelemetry
1
cl-tlmtry-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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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_project_name:
Enabled{phys-schost-1}:
Enabled{phys-schost-2}:
Monitored{phys-schost-1}:
Monitored{phys-schost-2}:

default
True
True
True
True

=== DID Device Instances ===
DID Device Name:
Full Device Path:
Replication:
default_fencing:

/dev/did/rdsk/d1
phys-schost-1:/dev/rdsk/c0t2d0
none
global

DID Device Name:
Full Device Path:
Replication:
default_fencing:

/dev/did/rdsk/d2
phys-schost-1:/dev/rdsk/c1t0d0
none
global

DID Device Name:
Full Device Path:
Full Device Path:
Replication:
default_fencing:

/dev/did/rdsk/d3
phys-schost-2:/dev/rdsk/c2t1d0
phys-schost-1:/dev/rdsk/c2t1d0
none
global

DID Device Name:
Full Device Path:
Full Device Path:
Replication:
default_fencing:

/dev/did/rdsk/d4
phys-schost-2:/dev/rdsk/c2t2d0
phys-schost-1:/dev/rdsk/c2t2d0
none
global

DID Device Name:
Full Device Path:
Replication:
default_fencing:

/dev/did/rdsk/d5
phys-schost-2:/dev/rdsk/c0t2d0
none
global

DID Device Name:
Full Device Path:
Replication:
default_fencing:

/dev/did/rdsk/d6
phys-schost-2:/dev/rdsk/c1t0d0
none
global

=== NAS Devices ===
Nas Device:
Type:
nodeIPs{phys-schost-2}:
nodeIPs{phys-schost-1
User ID:
예 1–6

nas_filer1
sun_uss
10.134.112.112
10.134.112.113
root

영역 클러스터 구성 보기
다음 예에서는 RAC가 포함된 영역 클러스터 구성의 등록 정보를 나열합니다.
% clzonecluster show
=== Zone Clusters ===
Zone Cluster Name:
zonename:

34

sczone
sczone

Oracle Solaris Cluster 시스템 관리 설명서 • 2012년 3월, E26937-02

클러스터 관리 시작

zonepath:
autoboot:
ip-type:
enable_priv_net:

/zones/sczone
TRUE
shared
TRUE

--- Solaris Resources for sczone --Resource Name:
address:
physical:

net
172.16.0.1
auto

Resource Name:
address:
physical:

net
172.16.0.2
auto

Resource Name:
dir:
special:
raw:
type:
options:

fs
/local/ufs-1
/dev/md/ds1/dsk/d0
/dev/md/ds1/rdsk/d0
ufs
[logging]

--- Zone Cluster Nodes for sczone --Node Name:
physical-host:
hostname:

sczone-1
sczone-1
lzzone-1

Node Name:
physical-host:
hostname:

sczone-2
sczone-2
lzzone-2

clnasdevice show 하위 명령을 사용하여 전역 또는 영역 클러스터에 대해 구성된 NAS
장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nasdevice(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기본 클러스터 구성을 검증하는 방법
cluster 명령은 check 하위 명령을 사용하여 전역 클러스터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 구성을 검증합니다. 모든 검사가 성공하면 cluster check가 셸 프롬프트로
돌아갑니다. 검사가 실패하면 cluster check에서 지정된 출력 디렉토리 또는 기본 출력
디렉토리에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둘 이상의 노드에 대해 cluster check를 실행하면
cluster check에서 각 노드에 대한 보고서와 다중 노드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cluster list-checks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클러스터 검사
목록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상호 작용 없이 실행되는 기본 검사뿐만 아니라 대화식 검사 및 기능 검사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검사는 -k keyword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실행됩니다.
■

대화식 검사에는 검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검사에서
펌웨어 버전 번호와 같이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k interactive 키워드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대화식 검사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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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검사에서는 클러스터의 특정 기능이나 동작을 검사합니다. 검사에서는 검사를
시작하거나 계속할지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페일오버할 노드 등에 대한 사용자
입력을 요청합니다. -k functional check-id 키워드를 사용하여 기능 검사를
지정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기능 검사만 수행합니다.
주 – 일부 기능 검사에서는 클러스터 서비스를 중단시키므로 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읽고 생산에서 클러스터를 먼저 가져와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기능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표시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 cluster list-checks -v -C checkID

-v 플래그를 사용하여 자세한 표시 모드로 cluster check 명령을 실행하면 진행률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 – 장치, 볼륨 관리 구성 요소 또는 Oracle Solaris Cluster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관리
절차를 수행한 후 cluster check 명령을 실행합니다.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에서 clzonecluster(1CL) 명령을 실행하면 검사 세트가
실행되어 영역 클러스터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구성이 검증됩니다. 모든 검사를
통과하면 clzonecluster verify가 셸 프롬프트로 돌아가며 영역 클러스터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실패하면 clzonecluster verify에서 확인이 실패한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 대해 보고합니다. 둘 이상의 노드에 대해 clzonecluster verify 명령을
실행하면 각 노드에 대한 보고서와 다중 노드 검사에 대한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verify
하위 명령은 영역 클러스트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전역 클러스터의 활성 구성원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phys-schost# su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2

최신 검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a. My Oracle Support의 Patches & Updates(패치 & 업데이트) 탭으로 이동합니다.
b. Advanced Search(고급 검색)에서 Product(제품)로 Solaris Cluster를 선택하고
Description(설명) 필드에 check를 입력합니다.
검색에서 check가 포함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찾습니다.
c. 아직 클러스터에 설치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합니다.

3

기본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 cluster check -v -o output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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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자세한 표시 모드입니다.

-o outputdir

outputdir 하위 디렉토리로 출력을 리디렉션합니다.

이 명령은 사용 가능한 모든 기본 검사를 실행합니다. 클러스터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대화식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 cluster check -v -k interactive -o outputdir

-k interactive

실행 중인 대화식 유효성 검사를 지정합니다.

이 명령은 사용 가능한 대화식 검사를 모두 실행하고 클러스터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클러스터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

기능 유효성 검사를 실행합니다.
a. 간단한 표시 모드로 사용 가능한 기능 검사를 모두 나열합니다.
# cluster list-checks -k functional

b. 기능 검사에서 생산 환경의 클러스터 가용성 또는 서비스를 방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기능 검사를 수행하면 노드 패닉이 발생하거나 다른 노드로 페일오버될
있습니다.
# cluster list-checks -v -C check-ID

-C check-ID

특정 검사를 지정합니다.

c. 수행하려는 기능 검사에서 클러스터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클러스터가 생산
환경에 없는지 확인합니다.
d. 기능 검사를 시작합니다.
# cluster check -v -k functional -C check-ID -o outputdir

-k functional

실행 중인 기능 유효성 검사를 지정합니다.

검사에서 표시되는 메시지에 응답하여 검사가 실행되도록 하고 모든 정보 또는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확인합니다.
e. 나머지 각 기능 검사를 실행하려면 단계 c와 단계 d를 반복합니다.
주 – 레코드 유지를 위해 실행한 각 검사에 대해 고유한 outputdir 하위 디렉토리
이름을 지정합니다. outputdir 이름을 다시 사용하면 새 검사의 출력이 다시 사용된
outputdir 하위 디렉토리의 기존 내용을 덮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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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역 클러스터의 구성을 검사하여 영역 클러스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verify zoneclustername

7

예 1–7

향후 진단을 위해 클러스터 구성을 기록해 둡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클러스터 구성의 진단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기본 검사를 통과한 상태에서 전역 클러스터 구성 검사
다음 예에서는 모든 검사를 통과한 phys-schost-1 및 phys-schost-2 노드에 대해 세부
정보 표시 모드로 실행되는 cluster check를 보여 줍니다.
phys-schost# cluster check -v -h phys-schost-1, phys-schost-2
cluster
cluster
cluster
cluster
cluster
cluster
cluster
cluster
cluster
cluster
#

예 1–8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Requesting explorer data and node report from phys-schost-1.
Requesting explorer data and node report from phys-schost-2.
phys-schost-1: Explorer finished.
phys-schost-1: Starting single-node checks.
phys-schost-1: Single-node checks finished.
phys-schost-2: Explorer finished.
phys-schost-2: Starting single-node checks.
phys-schost-2: Single-node checks finished.
Starting multi-node checks.
Multi-node checks finished

대화식 유효성 검사 나열
다음 예에는 클러스터에서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대화식 검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제 출력에서는 가능한 검사의 표본 추출을 보여 주며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검사는 각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 cluster list-checks -k interactive
Some checks might take a few moments to run (use -v to see progress)...
I6994574 : (Moderate) Fix for GLDv3 interfaces on cluster transport vulnerability applied?
예 1–9

기능 유효성 검사 실행
다음 예에서는 먼저 자세한 기능 검사 목록을 보여 줍니다. 그런 다음 F6968101 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나열하며, 검사에 의해 클러스터 서비스가 중단됨을 나타냅니다.
클러스터는 생산 환경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기능 검사가 실행되고 자세한 출력이
funct.test.F6968101.12Jan2011 하위 디렉토리에 기록됩니다. 예제 출력에서는 가능한
검사의 표본 추출을 보여 주며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검사는 각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 cluster
F6968101
F6984120
F6984121

38

list-checks -k functional
: (Critical) Perform resource group switchover
: (Critical) Induce cluster transport network failure - single adapter.
: (Critical) Perform cluster shutdown

Oracle Solaris Cluster 시스템 관리 설명서 • 2012년 3월, E26937-02

클러스터 관리 시작

F6984140 :
...

(Critical)

Induce node panic

# cluster list-checks -v -C F6968101
F6968101: (Critical) Perform resource group switchover
Keywords: SolarisCluster3.x, functional
Applicability: Applicable if multi-node cluster running live.
Check Logic: Select a resource group and destination node. Perform
’/usr/cluster/bin/clresourcegroup switch’ on specified resource group
either to specified node or to all nodes in succession.
Version: 1.2
Revision Date: 12/10/10
Take the cluster out of production
# cluster check -k functional -C F6968101 -o funct.test.F6968101.12Jan2011
F6968101
initializing...
initializing xml output...
loading auxiliary data...
starting check run...
pschost1, pschost2, pschost3, pschost4:
F6968101.... starting:
Perform resource group switchover

============================================================
>>> Functional Check <<<
’Functional’ checks exercise cluster behavior. It is recommended that you
do not run this check on a cluster in production mode.’ It is recommended
that you have access to the system console for each cluster node and
observe any output on the consoles while the check is executed.
If the node running this check is brought down during execution the check
must be rerun from this same node after it is rebooted into the cluster in
order for the check to be completed.
Select ’continue’ for more details on this check.
1) continue
2) exit
choice: 1

============================================================
>>> Check D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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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onscreen directions
예 1–10

실패한 검사가 있는 상태에서 전역 클러스터 구성 검사
다음 예에서는 /global/phys-schost-1 마운트 지점이 없는 suncluster 클러스터의
phys-schost-2 노드를 보여 줍니다. 보고서는
/var/cluster/logs/cluster_check/<timestamp> 출력 디렉토리에 만들어집니다.

phys-schost# cluster check -v -h phys-schost-1,
phys-schost-2 -o /var/cluster/logs/cluster_check/Dec5/
cluster check: Requesting explorer data and node report from phys-schost-1.
cluster check: Requesting explorer data and node report from phys-schost-2.
cluster check: phys-schost-1: Explorer finished.
cluster check: phys-schost-1: Starting single-node checks.
cluster check: phys-schost-1: Single-node checks finished.
cluster check: phys-schost-2: Explorer finished.
cluster check: phys-schost-2: Starting single-node checks.
cluster check: phys-schost-2: Single-node checks finished.
cluster check: Starting multi-node checks.
cluster check: Multi-node checks finished.
cluster check: One or more checks failed.
cluster check: The greatest severity of all check failures was 3 (HIGH).
cluster check: Reports are in /var/cluster/logs/cluster_check/<Dec5>.
#
# cat /var/cluster/logs/cluster_check/Dec5/cluster_check-results.suncluster.txt
...
===================================================
= ANALYSIS DETAILS =
===================================================
-----------------------------------CHECK ID : 3065
SEVERITY : HIGH
FAILURE : Global filesystem /etc/vfstab entries are not consistent across
all Oracle Solaris Cluster 4.x nodes.
ANALYSIS : The global filesystem /etc/vfstab entries are not consistent across
all nodes in this cluster.
Analysis indicates:
FileSystem ’/global/phys-schost-1’ is on ’phys-schost-1’ but missing from ’phys-schost-2’.
RECOMMEND: Ensure each node has the correct /etc/vfstab entry for the
filesystem(s) in question.
...
#

▼

전역 마운트 지점을 확인하는 방법
cluster 명령에는 /etc/vfstab 파일에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과 전역 마운트 지점의
구성 오류를 검사하는 검사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uster(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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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장치 또는 볼륨 관리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는 클러스터 구성을 변경한 후 cluster
check를 실행합니다.
1

전역 클러스터의 활성 구성원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 su

2

전역 클러스터 구성을 확인합니다.
phys-schost# cluster check

예 1–11

전역 마운트 지점 검사
다음 예에서는 /global/schost-1 마운트 지점이 없는 suncluster 클러스터의
phys-schost-2 노드를 보여 줍니다. 보고서는
/var/cluster/logs/cluster_check/<timestamp>/ 출력 디렉토리로 전송됩니다.

phys-schost# cluster check -v1 -h phys-schost-1,phys-schost-2 -o
/var/cluster//logs/cluster_check/Dec5/
cluster check: Requesting explorer data and node report from phys-schost-1.
cluster check: Requesting explorer data and node report from phys-schost-2.
cluster check: phys-schost-1: Explorer finished.
cluster check: phys-schost-1: Starting single-node checks.
cluster check: phys-schost-1: Single-node checks finished.
cluster check: phys-schost-2: Explorer finished.
cluster check: phys-schost-2: Starting single-node checks.
cluster check: phys-schost-2: Single-node checks finished.
cluster check: Starting multi-node checks.
cluster check: Multi-node checks finished.
cluster check: One or more checks failed.
cluster check: The greatest severity of all check failures was 3 (HIGH).
cluster check: Reports are in /var/cluster/logs/cluster_check/Dec5.
#
# cat /var/cluster/logs/cluster_check/Dec5/cluster_check-results.suncluster.txt
...
===================================================
= ANALYSIS DETAILS =
===================================================
-----------------------------------CHECK ID : 3065
SEVERITY : HIGH
FAILURE : Global filesystem /etc/vfstab entries are not consistent across
all Oracle Solaris Cluster 4.x nodes.
ANALYSIS : The global filesystem /etc/vfstab entries are not consistent across
all nodes in this cluster.
Analysis indicates:
FileSystem ’/global/phys-schost-1’ is on ’phys-schost-1’ but missing from ’phys-schost-2’.
RECOMMEND: Ensure each node has the correct /etc/vfstab entry for the
filesystem(s)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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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at /var/cluster/logs/cluster_check/Dec5/cluster_check-results.phys-schost-1.txt
...
===================================================
= ANALYSIS DETAILS =
===================================================
-----------------------------------CHECK ID : 1398
SEVERITY : HIGH
FAILURE : An unsupported server is being used as an Oracle Solaris Cluster 4.x node.
ANALYSIS : This server may not been qualified to be used as an Oracle Solaris Cluster 4.x node.
Only servers that have been qualified with Oracle Solaris Cluster 4.0 are supported as
Oracle Solaris Cluster 4.x nodes.
RECOMMEND: Because the list of supported servers is always being updated, check with
your Oracle representative to get the latest information on what servers
are currently supported and only use a server that is supported with Oracle Solaris Cluster 4.x.
...
#

▼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 로그 내용을 보는 방법
/var/cluster/logs/commandlog ASCII 텍스트 파일에는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선택된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의 기록은 클러스터를 설정할 때
자동으로 시작되어 클러스터를 종료할 때 끝납니다. 명령은 클러스터 모드로 실행되고
부트된 모든 노드에 기록됩니다.
이 파일에 기록되지 않은 명령에는 클러스터의 구성 및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에 기록된 명령에는 클러스터의 현재 상태를 구성하고 변경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
■
■
■
■
■
■
■
■
■

42

claccess
cldevice
cldevicegroup
clinterconnect
clnasdevice
clnode
clquorum
clreslogicalhostname
clresource
clresourcegroup
clresourcetype
clressharedaddress
clsetup
clsnmp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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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clsnmpmib
clnsmpuser
cltelemetryattribute
cluster
clzonecluster
scdidadm

commandlog 파일의 기록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요일 및 시간 표시 방식

■

명령이 실행된 호스트 이름

■

명령의 프로세스 ID

■

명령을 실행한 사용자의 로그인 이름

■

모든 옵션 및 피연산자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실행한 명령
주 – 명령 옵션은 쉘에서 쉽게 식별하고 복사, 붙여넣기 및 실행할 수 있도록

commandlog 파일에서 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

실행된 명령의 종료 상태
주 – 명령이 알 수 없는 결과로 비정상적으로 중단된 경우,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는 commandlog 파일에서 종료 상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commandlog 파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장됩니다. commandlog 파일에 대한
아카이빙 정책을 변경하려면,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crontab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rontab(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는 모든 지정된 시간에 최대 8개의 사전 저장된
commandlog 파일을 각 클러스터 노드에 유지합니다. 현재 주간의 commandlog 파일 이름은
commandlog입니다. 가장 최근 주간의 파일 이름은 commandlog.0입니다. 가장 오래된
주간의 파일 이름은 commandlog.7입니다.
●

현재 주간의 commandlog 파일 항목을 한 번에 한 화면씩 봅니다.
phys-schost# more /var/cluster/logs/commandlog

예 1–12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 로그의 내용 보기
다음 예에서는 more 명령을 실행하여 표시된 commandlog 파일의 내용을 보여 줍니다.
more -lines10 /var/cluster/logs/commandlog
11/11/2006 09:42:51 phys-schost-1 5222 root START - cl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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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06 09:43:36 phys-schost-1 5758 root START - clrg add "app-sa-1"
11/11/2006 09:43:36 phys-schost-1 5758 root END 0
11/11/2006 09:43:36 phys-schost-1 5760 root START - clrg set -y
"RG_description=Department Shared Address RG" "app-sa-1"
11/11/2006 09:43:37 phys-schost-1 5760 root END 0
11/11/2006 09:44:15 phys-schost-1 5810 root START - clrg online "app-sa-1"
11/11/2006 09:44:15 phys-schost-1 5810 root END 0
11/11/2006 09:44:19 phys-schost-1 5222 root END -20988320
12/02/2006 14:37:21 phys-schost-1 5542 jbloggs START - clrg -c -g "app-sa-1"
-y "RG_description=Joe Bloggs Shared Address RG"
12/02/2006 14:37:22 phys-schost-1 5542 jbloggs EN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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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Oracle Solaris Cluster 및 RBAC

이 장에서는 Oracle Solaris Cluster와 관련된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ole-Based Access
Control, RBAC)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45 페이지 “Oracle Solaris Cluster와 함께 RBAC 설정 및 사용”
46 페이지 “Oracle Solaris Cluster RBAC 권한 프로파일”
47 페이지 “Oracle Solaris Cluster Management 권한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RBAC 역할
만들기 및 할당”
49 페이지 “사용자의 RBAC 등록 정보 수정”

Oracle Solaris Cluster와 함께 RBAC 설정 및 사용
다음 표에는 RBAC 설정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참조 문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와 함께 RBAC를 설정 및 사용하기 위해 수행할 특정 단계는 이
장 후반부에서 설명합니다.
작업

지침

RBAC에 대한 자세한
내용

Oracle Solaris Administration: Security Services의 8 장, “Using Roles and
Privileges (Overview)”

RBAC의 설정, 요소 관리
및 사용

Oracle Solaris Administration: Security Services의 9 장, “Using Role-Based
Access Control (Tasks)”

RBAC 요소과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

Oracle Solaris Administration: Security Services의 10 장, “Security Attributes
in Oracle Solari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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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Cluster RBAC 권한 프로파일
명령줄에서 실행하는 선택한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과 옵션에서 인증에 RBAC를
사용합니다. RBAC 인증이 필요한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 및 옵션에는 다음과 같은
인증 레벨이 하나 이상 필요합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RBAC 권한 프로파일은 전역
클러스터의 투표 노드에 모두 적용됩니다.
solaris.cluster.read

list, show 및 다른 읽기 작업에 필요한 인증

solaris.cluster.admin

클러스터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인증

solaris.cluster.modify

클러스터 객체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기 위한 인증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에 필요한 RBAC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령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BAC 권한 프로파일에는 하나 이상의 RBAC 인증이 포함됩니다. 이 권한 프로파일을
사용자나 역할에 할당하여 Oracle Solaris Cluster에 대한 서로 다른 수준의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Oracle에서는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 다음과 같은 권한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주 – 다음 표에 나열된 RBAC 권한 프로파일은 이전 Oracle Solaris Cluster 릴리스에서
정의된 기존 RBAC 인증을 계속 지원합니다.

권한 프로파일

포함된 인증

역할 식별 권한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

없음. 그러나 euid=0으로 실행되는 Oracle Solaris 모든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에 대해 다음 하위
Cluster 명령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포함하여 클러스터를 구성 및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선택한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실행합니다.
■
list
■
show
■
status
scha_control
scha_resource_get
scha_resource_setstatus
scha_resourcegroup_get
scha_resourcetype_get

기본 Oracle Solaris 이 기존 Oracle Solaris 권한 프로파일에는 다음을
사용자
비롯하여 Oracle Solaris 인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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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프로파일

클러스터 작업

포함된 인증

역할 식별 권한

solaris.cluster.read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에 list, show 및 다른 read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권한 프로파일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만 해당되며 다음 인증을
포함합니다.
solaris.cluster.read

list, show, export, status 및 다른 read 작업을
수행합니다.

solaris.cluster.admin

클러스터 객체의 상태를 변경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이 기존 Oracle Solaris 권한 프로파일에는
클러스터 관리 프로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인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 관리 작업 외에 클러스터 관리 역할 ID가
수행할 수 있는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클러스터 관리

이 권한 프로파일에는 다음 인증뿐 아니라
클러스터 작업 프로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인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객체의 등록 정보를 변경할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작업 역할 ID가 실행할 수 있는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solaris.cluster.modify

Oracle Solaris Cluster Management 권한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RBAC 역할 만들기 및 할당
이 작업을 사용하면 Oracle Solaris Cluster Management 권한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새
RBAC 역할을 만들고 이 새 역할에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명령줄을 사용하여 역할을 만드는 방법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admin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역할을 만들 방법을 선택합니다.
■

로컬 범위의 역할인 경우 roleadd 명령을 사용하여 새 로컬 역할과 해당 속성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oleadd(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또는 로컬 범위의 역할인 경우 user_attr 파일을 편집하여 type=role인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er_attr(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방법은 긴급 상황인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이름 서비스의 역할인 경우 roleadd 및 rolemod 명령을 사용하여 새 역할과 해당
속성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oleadd(1M) 및 rolemod(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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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을 사용하려면 수퍼유저나 다른 역할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roleadd 명령을 모든 이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름 서비스 캐시 데몬을 시작 및 중지합니다.
이름 서비스 캐시 데몬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새 역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oot로 다음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 /etc/init.d/nscd stop
# /etc/init.d/nscd start

예 2–1

smrole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운영자 역할 만들기
다음 순서에서는 smrole 명령을 사용하여 역할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예에서는 표준 운영자 권한 프로파일과 매체 복원 권한 프로파일이 할당된 새로운
버전의 운영자 역할을 만듭니다.
% su primaryadmin
# /usr/sadm/bin/smrole add -H myHost -- -c "Custom Operator" -n oper2 -a johnDoe \
-d /export/home/oper2 -F "Backup/Restore Operator" -p "Operator" -p "Media Restore"
Authenticating as user: primaryadmin
Type /? for help, pressing <enter> accepts the default denoted by [ ]
Please enter a string value for: password ::
<type primaryadmin password>
Loading Tool: com.sun.admin.usermgr.cli.role.UserMgrRoleCli from myHost
Login to myHost as user primaryadmin was successful.
Download of com.sun.admin.usermgr.cli.role.UserMgrRoleCli from myHost was successful.
Type /? for help, pressing <enter> accepts the default denoted by [ ]
Please enter a string value for: password ::
<type oper2 password>
# /etc/init.d/nscd stop
# /etc/init.d/nscd start

새로 만든 역할 및 다른 역할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smrole을 list 옵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 /usr/sadm/bin/smrole list -Authenticating as user: primaryadmin
Type /? for help, pressing <enter> accepts the default denoted by [ ]
Please enter a string value for: password ::
<type primaryadmin password>
Loading Tool: com.sun.admin.usermgr.cli.role.UserMgrRoleCli from myHost
Login to myHost as user primaryadmin was successful.
Download of com.sun.admin.usermgr.cli.role.UserMgrRoleCli from myHost was successful.
root
0
Super-User
primaryadmin
100
Most powerful role
sysadmin
101
Performs non-security admi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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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RBAC 등록 정보 수정

oper2

102

Custom Operator

사용자의 RBAC 등록 정보 수정
사용자 계정 도구나 명령줄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RBAC 등록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RBAC 등록 정보를 수정하려면 49 페이지 “명령줄에서 사용자의 RBAC 등록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명령줄에서 사용자의 RBAC 등록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해당하는 명령을 선택합니다.
■

로컬 범위에 또는 LDAP 저장소에 정의된 사용자에게 지정된 사용자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usermod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ermod(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또는 로컬 범위에 정의된 사용자에게 지정된 인증, 역할 또는 권한 프로파일을
변경하려면 user_attr 파일을 편집합니다.
이 방법은 긴급 상황인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로컬로 또는 LDAP 저장소와 같은 이름 서비스에서 역할을 관리하려면 roleadd 또는
rolemod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oleadd(1M) 또는 rolemod(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명령을 사용하려면 수퍼유저 또는 사용자 파일을 변경할 수 있는 역할과 같은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모든 이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Administration: Common Tasks의 “Command-Line Tools for User and Group
Account Management”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11과 함께 제공된 Forced Privilege 및 Stop 권한 프로파일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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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클러스터 종료 및 부트

이 장에서는 클러스터와 전역 클러스터, 영역 클러스터 및 노드를 종료하고 부트하는
절차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
■

51 페이지 “클러스터 종료 및 부트 개요”
60 페이지 “클러스터의 단일 노드 종료 및 부트”
71 페이지 “꽉 찬 /var 파일 시스템 복구”

이 장에 있는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8 페이지 “비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부트하는 방법” 및 표 3–2를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종료 및 부트 개요
Oracle Solaris Cluster cluster shutdown 명령은 전역 클러스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중지하고 전체 전역 클러스터를 정상적으로 종료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위치를
이동할 때 또는 응용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데이터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전역
클러스터를 종료하기 위해 cluster shutdown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zonecluster
halt 명령은 특정 노드에서 실행되는 영역 클러스터를 중지하거나 구성된 모든 노드에서
전체 영역 클러스터를 중지합니다. 영역 클러스터 내에서 cluster shutdown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uster(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의 절차에서 phys-schost#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clzonecluster
대화식 셸 프롬프트는 clzc:schost>입니다.
주 – 전체 전역 클러스터를 올바르게 종료하려면 cluster shutdown 명령을 사용합니다.

Oracle Solaris shutdown 명령은 clnode evacuate 명령과 함께 사용되어 개별 노드를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2 페이지 “클러스터를 종료하는 방법”, 60 페이지
“클러스터의 단일 노드 종료 및 부트” 또는 clnode(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luster shutdown 및 clzonecluster halt 명령은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 각각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를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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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 중인 모든 자원 그룹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2.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의 모든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3. cluster shutdown 명령은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의 활성 장치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4. cluster shutdown 명령은 init 0을 실행하고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를 SPARC 기반
시스템의 OpenBoot PROM ok 프롬프트에 표시하거나 Press any key to continue
메시지를 x86 기반 시스템의 GRUB 메뉴에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ooting and
Shutting Down Oracle Solaris on x86 Platforms의 “Booting an x86 Based System
Interactively”를 참조하십시오. clzonecluster halt 명령은 zoneadm - z
zoneclustername halt 명령을 수행하여 영역 클러스터의 영역을
중지합니다(종료하지는 않음).
주 – 필요하다면 노드가 클러스터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비클러스터 모드에서

노드를 부트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특정 관리 절차를
수행할 경우에는 비클러스터 모드가 유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8 페이지 “비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부트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표 3–1

▼

작업 목록: 클러스터 종료 및 부트

작업

지침

클러스터를 중지합니다.

52 페이지 “클러스터를 종료하는 방법”

모든 노드를 부트하여 클러스터를 시작합니다. 클러스터
멤버쉽을 얻으려면 노드가 현재 클러스터 상호 연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55 페이지 “클러스터를 부트하는 방법”

클러스터를 재부트합니다.

56 페이지 “클러스터를 재부트하는
방법”

클러스터를 종료하는 방법
한 개의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나 모든 영역 클러스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 – 클러스터 콘솔에서 send brk 명령을 사용하여 전역 클러스터 노드 또는 영역
클러스터 노드를 종료하지 마십시오. 클러스터에서는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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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에서 Oracle RAC(Real Application Clusters)을 실행하는
경우 종료 중인 클러스터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종료합니다.
종료 절차에 대한 내용은 Oracle RAC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admin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3

해당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나 모든 영역 클러스터를 종료합니다.
■

전역 클러스터를 종료합니다. 이 작업은 영역 클러스터도 모두 종료합니다.
phys-schost# cluster shutdown -g0 -y

■

특정 영역 클러스터를 종료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halt zoneclustername

■

모든 영역 클러스터를 종료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halt +

영역 클러스터 내에서 cluster shutdown 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영역 클러스터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4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ok 프롬프트(SPARC 기반 시스템) 또는
GRUB 메뉴(x86 기반 시스템)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노드가 ok 프롬프트(SPARC 기반 시스템) 또는 부트 서브시스템(x86 기반 시스템)에
있을 때까지 노드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

전역 클러스터 노드가 ok 프롬프트(SPARC 기반 시스템) 또는 Press any key to
continue 메시지(GRUB 기반 x86 시스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phys-schost# cluster status -t node

■

status 하위 명령을 사용하여 영역 클러스터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status

5

예 3–1

필요한 경우 전역 클러스터의 노드 전원을 끕니다.

영역 클러스터 종료
다음 예에서는 sczone이라는 영역 클러스터를 종료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halt sczone
Waiting for zone halt commands to complete on all the nodes of
Sep 5 19:06:01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Sep 5 19:06:01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Sep 5 19:06:01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3장 • 클러스터 종료 및 부트

the zone cluster "sczone"...
2 of cluster ’sczone’ died.
4 of cluster ’sczone’ died.
3 of cluster ’sczone’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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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5 19:06:01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1 of cluster ’sczone’ died.
phys-schost#

예 3–2

SPARC: 전역 클러스터 종료
다음은 정상적인 전역 클러스터 작업이 중지되고 모든 노드가 종료되어 ok 프롬프트가
표시되는 콘솔 출력의 예입니다. -g 0 옵션은 종료 유예 기간을 0으로 설정하고, -y 옵션은
확인 질문에 자동으로 yes 응답을 제공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노드의
콘솔에도 종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phys-schost# cluster shutdown -g0 -y
Wed Mar 10 13:47:32 phys-schost-1 cl_runtime:
WARNING: CMM monitoring disabled.
phys-schost-1#
INIT: New run level: 0
The system is coming down. Please wait.
System services are now being stopped.
/etc/rc0.d/K05initrgm: Calling clnode evacuate
The system is down.
syncing file systems... done
Program terminated
ok

예 3–3

x86: 전역 클러스터 종료
다음은 정상적인 전역 클러스터 작업이 중지되고 모든 노드가 종료될 때 표시되는 콘솔
출력의 예입니다. 이 예에서는 모든 노드에 ok 프롬프트가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g 0
옵션은 종료 유예 기간을 0으로 설정하고, -y 옵션은 확인 질문에 자동으로 yes 응답을
제공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노드의 콘솔에도 종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phys-schost# cluster shutdown -g0 -y
May 2 10:32:57 phys-schost-1 cl_runtime:
WARNING: CMM: Monitoring disabled.
root@phys-schost-1#
INIT: New run level: 0
The system is coming down. Please wait.
System services are now being stopped.
/etc/rc0.d/K05initrgm: Calling clnode evacuate
failfasts already disabled on node 1
Print services already stopped.
May 2 10:33:13 phys-schost-1 syslogd: going down on signal 15
The system is down.
syncing file systems... done
Type any key to continu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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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를 부트하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노드가 종료된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역 클러스터 노드의 경우 ok 프롬프트(SPARC 시스템) 또는 Press
any key to continue 메시지(GRUB 기반 x86 시스템)가 표시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주 – 영역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영역
클러스터 구성”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릅니다.

1

각 노드를 클러스터 모드로 부트하십시오.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

SPARC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k boot

■

x86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GRUB 메뉴가 표시되면 적절한 Oracle Solaris 항목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GRUB 기반 부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oting and Shutting Down Oracle Solaris on
x86 Platforms의 “Booting an x86 Based System Interactively”를 참조하십시오.
주 – 클러스터 구성원이 되려면 노드가 현재 클러스터 상호 연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 개의 영역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전체 영역 클러스터를 부트할 수 있습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boot zoneclustername

■

2

영역 클러스터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모든 영역 클러스터를 부트할 수 있습니다.
zoneclustername 대신 +를 사용합니다.

노드가 오류 없이 부트되고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cluster status 명령은 전역 클러스터 노드의 상태를 보고합니다.
phys-schost# cluster status -t node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clzonecluster status 상태 명령을 실행하면 영역 클러스터
노드의 상태가 보고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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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노드의 /var 파일 시스템이 꽉 차면 해당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를

재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71 페이지 “꽉 찬 /var 파일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clzonecluster(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3–4

SPARC: 전역 클러스터 부트
다음 예에서는 phys-schost-1 노드를 전역 클러스터로 부트할 때 표시되는 콘솔 출력을
보여 줍니다. 전역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노드의 콘솔에 유사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영역 클러스터의 autoboot 등록 정보가 true로 설정된 경우 영역 클러스터 노드는 해당
시스템에서 전역 클러스터 노드가 부트된 후 자동으로 부트됩니다.
전역 클러스터 노드가 재부트되면 해당 시스템의 모든 영역 클러스터 노드가
중지됩니다. autoboot 등록 정보가 true로 설정된 동일한 시스템의 모든 영역 클러스터
노드는 전역 클러스터 노드가 다시 시작된 후 부트됩니다.
ok boot
Rebooting with command: boot
...
Hostname: phys-schost-1
Booting as part of a cluster
NOTICE: Node phys-schost-1 with votecount = 1 added.
NOTICE: Node phys-schost-2 with votecount = 1 added.
NOTICE: Node phys-schost-3 with votecount = 1 added.
...
NOTICE: Node phys-schost-1: attempting to join cluster
...
NOTICE: Node phys-schost-2 (incarnation # 937690106) has become reachable.
NOTICE: Node phys-schost-3 (incarnation # 937690290) has become reachable.
NOTICE: cluster has reached quorum.
NOTICE: node phys-schost-1 is up; new incarnation number = 937846227.
NOTICE: node phys-schost-2 is up; new incarnation number = 937690106.
NOTICE: node phys-schost-3 is up; new incarnation number = 937690290.
NOTICE: Cluster members: phys-schost-1 phys-schost-2 phys-schost-3.
...

▼

클러스터를 재부트하는 방법
전역 클러스터를 종료하려면 cluster shutdown 명령을 실행한 다음 각 노드에서 boot
명령을 사용하여 전역 클러스터를 부트합니다. 영역 클러스터를 종료하려면
clzonecluster halt 명령을 사용한 다음 clzonecluster boot 명령을 사용하여 영역
클러스터를 부트합니다. clzonecluster reboot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uster(1CL), boot(1M) 및 clzonecluster(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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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러스터에서 Oracle RAC를 실행하는 경우 종료 중인 클러스터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종료합니다.
종료 절차에 대한 내용은 Oracle RAC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admin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3

클러스터를 종료합니다.
■

전역 클러스터를 종료합니다.
phys-schost# cluster shutdown -g0 -y

■

영역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영역 클러스터를 종료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halt zoneclustername

각 노드가 종료됩니다. 영역 클러스터 내에서 cluster shutdown 명령을 사용하여 영역
클러스터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주 – 클러스터 구성원이 되려면 노드가 현재 클러스터 상호 연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각 노드를 부트합니다.
시스템 종료 사이에 구성을 변경하지 않으면 노드의 부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료 중간에 구성을 변경하려면 먼저 최근 구성을 사용하여 노드를 시작하십시오.
■

SPARC 기반 시스템의 전역 클러스터 노드인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k boot

■

x86 기반 시스템의 전역 클러스터 노드인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GRUB 메뉴가 표시되면 적절한 Oracle Solaris OS 항목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주 – 클러스터 구성원이 되려면 노드가 현재 클러스터 상호 연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GRUB 기반 부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oting and Shutting Down Oracle Solaris on x86
Platforms의 “Booting an x86 Based System Interactively”를 참조하십시오.
■

영역 클러스터의 경우 전역 클러스터의 단일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영역
클러스터를 부트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boot zoneclustername

클러스터 구성 요소가 활성화되면 부트된 노드의 콘솔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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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드가 오류 없이 부트되고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clnode status 명령은 전역 클러스터의 노드 상태를 보고합니다.
phys-schost# clnode status

■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clzonecluster status 명령을 실행하면 영역 클러스터
노드의 상태가 보고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status

영역 클러스터 내에서 cluster status 명령을 실행하여 노드의 상태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주 – 노드의 /var 파일 시스템이 꽉 차면 해당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를

재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71 페이지 “꽉 찬 /var 파일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예 3–5

영역 클러스터 재부트
다음 예에서는 sparse-sczone이라는 영역 클러스터를 정지하고 부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clzonecluster reboot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halt sparse-sczone
Waiting for zone halt commands to complete on all the nodes of the zone cluster "sparse-sczone"...
Sep 5 19:17:46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4 of cluster ’sparse-sczone’ died.
Sep 5 19:17:46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2 of cluster ’sparse-sczone’ died.
Sep 5 19:17:46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1 of cluster ’sparse-sczone’ died.
Sep 5 19:17:46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3 of cluster ’sparse-sczone’ died.
phys-schost#
phys-schost# clzonecluster boot sparse-sczone
Waiting for zone boot commands to complete on all the nodes of the zone cluster "sparse-sczone"...
phys-schost# Sep 5 19:18:23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1 of cluster
’sparse-sczone’ joined.
Sep 5 19:18:23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2 of cluster ’sparse-sczone’ joined.
Sep 5 19:18:23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3 of cluster ’sparse-sczone’ joined.
Sep 5 19:18:23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4 of cluster ’sparse-sczone’ joined.
phys-schost#
phys-schost# clzonecluster status
=== Zone Clusters ===
--- Zone Cluster Status --Name
---sparse-sczone

Node Name
--------schost-1
schost-2
schost-3
schost-4

Zone HostName
------------sczone-1
sczone-2
sczone-3
sczone-4

Status
-----Online
Online
Online
Online

Zone Status
----------Running
Running
Running
Running

phys-sc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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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6

SPARC: 전역 클러스터 재부트
다음 예에서는 정상적인 전역 클러스터 작업이 중지되고 모든 노드가 종료되어 ok
프롬프트가 표시된 다음 전역 클러스터가 다시 시작될 때 표시되는 콘솔 출력을 보여
줍니다. -g 0 옵션은 유예 기간을 0으로 설정하고, -y 옵션은 확인 질문에 자동으로 yes
응답을 제공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노드의 콘솔에도 종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phys-schost# cluster shutdown -g0 -y
Wed Mar 10 13:47:32 phys-schost-1 cl_runtime:
WARNING: CMM monitoring disabled.
phys-schost-1#
INIT: New run level: 0
The system is coming down. Please wait.
...
The system is down.
syncing file systems... done
Program terminated
ok boot
Rebooting with command: boot
...
Hostname: phys-schost-1
Booting as part of a cluster
...
NOTICE: Node phys-schost-1: attempting to join cluster
...
NOTICE: Node phys-schost-2 (incarnation # 937690106) has become reachable.
NOTICE: Node phys-schost-3 (incarnation # 937690290) has become reachable.
NOTICE: cluster has reached quorum.
...
NOTICE: Cluster members: phys-schost-1 phys-schost-2 phys-schost-3.
...
NOTICE: Node phys-schost-1: joined cluster
...
The system is coming up. Please wait.
checking ufs filesystems
...
reservation program successfully exiting
Print services started.
volume management starting.
The system is ready.
phys-schost-1 console login:
NOTICE: Node phys-schost-1: joined cluster
...
The system is coming up. Please wait.
checking ufs filesystems
...
reservation program successfully exiting
Print services started.
volume management starting.
The system is ready.
phys-schost-1 console 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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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의 단일 노드 종료 및 부트
전역 클러스터 노드 또는 영역 클러스터 노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전역
클러스터 노드 및 영역 클러스터 노드를 종료하는 지침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종료하려면 Oracle Solaris shutdown 명령과 함께 clnode evacuate
명령을 사용합니다. 전체 전역 클러스터를 종료하는 경우에만 cluster shutdown 명령을
사용합니다.
영역 클러스터 노드의 경우 전역 클러스터에서 clzonecluster halt 명령을 사용하여
단일 영역 클러스터 노드 또는 전체 영역 클러스터를 종료합니다. clnode evacuate 및
shutdown 명령을 사용하여 영역 클러스터 노드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node(1CL), shutdown(1M), clzonecluster(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의 절차에서 phys-schost#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clzonecluster
대화식 셸 프롬프트는 clzc:schost>입니다.
표 3–2

작업 맵: 노드 종료 및 부트

작업

도구

지침

노드 중지

전역 클러스터 노드의 경우
clnode evacuate 및
shutdown 명령을
사용합니다.
영역 클러스터 노드의 경우
clzonecluster halt 명령을
사용합니다.

61 페이지 “노드 종료 방법”

노드 시작

전역 클러스터 노드의 경우
boot 또는 b 명령을
사용합니다.
영역 클러스터 노드의 경우
clzonecluster boot 명령을
사용합니다.

64 페이지 “노드 부트 방법”

전역 클러스터 노드의 경우
clnode evacuate 및
shutdown 명령을 사용한
다음 boot
또는 b를 사용합니다.

66 페이지 “노드 재부트 방법”

클러스터 멤버쉽을
얻으려면 클러스터 노드에
클러스터 상호 연결에
대하여 작동하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클러스터에서 한 노드를
중지하고 재시작(재부트)
클러스터 멤버쉽을
얻으려면 클러스터 노드에
클러스터 상호 연결에
대하여 작동하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60

영역 클러스터 노드의 경우
clzonecluster reboot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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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작업 맵: 노드 종료 및 부트

작업

도구

지침

노드가 클러스터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드 부트

전역 클러스터 노드의 경우
clnode evacuate 및
shutdown 명령을 사용한
다음 boot -x
(SPARC) 또는 GRUB 메뉴
항목 편집(x86)을
사용합니다.

68 페이지 “비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부트하는 방법”

(계속)

기본 전역 클러스터가
비클러스터 모드로 부트된
경우 영역 클러스터 노드는
자동으로 비클러스터
모드가 됩니다.

▼

노드 종료 방법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주의 – 클러스터 콘솔에서 send brk 명령을 사용하여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의 노드를 종료하지 마십시오. 클러스터에서는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클러스터에서 Oracle RAC를 실행하는 경우 종료 중인 클러스터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종료합니다.
종료 절차에 대한 내용은 Oracle RAC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종료할 클러스터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admin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3

특정 영역 클러스터 구성원을 중지하려면 4 - 6단계를 건너뛰고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halt -n physical-name zoneclustername

특정 영역 클러스터 노드를 지정하면 해당 노드만 중지됩니다. 기본적으로 halt 명령은
모든 노드의 영역 클러스터를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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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료할 노드의 모든 자원 그룹, 자원 및 장치 그룹을 다른 전역 클러스터 구성원으로
전환합니다.
종료할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lnode evacuate 명령은
지정된 노드에서 다음 우선 순위 노드로 모든 자원 그룹 및 장치 그룹을 전환합니다. 영역
클러스터 노드 내에서 clnode evacuate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phys-schost# clnode evacuate node

node
5

전환할 자원 그룹 및 장치 그룹이 있는 노드를 지정합니다.

노드를 종료합니다.
종료할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지정합니다.
phys-schost# shutdown -g0 -y -i0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 ok 프롬프트(SPARC 기반 시스템) 또는 Press any key to continue
메시지(x86 기반 시스템의 GRUB 메뉴)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6

예 3–7

필요한 경우 노드의 전원을 끕니다.

SPARC: 전역 클러스터 노드 종료
다음 예에서는 phys-schost-1 노드가 종료될 때 표시되는 콘솔 출력을 보여 줍니다. -g0
옵션은 유예 기간을 0으로 설정하고, -y 옵션은 확인 질문에 자동으로 yes 응답을
제공합니다. 이 노드의 종료 메시지가 전역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노드의 콘솔에
나타납니다.
phys-schost# clnode evacuate nodename
phys-schost# shutdown -g0 -y
Wed Mar 10 13:47:32 phys-schost-1 cl_runtime:
WARNING: CMM monitoring disabled.
phys-schost-1#
INIT: New run level: 0
The system is coming down. Please wait.
Notice: rgmd is being stopped.
Notice: rpc.pmfd is being stopped.
Notice: rpc.fed is being stopped.
umount: /global/.devices/node@1 busy
umount: /global/phys-schost-1 busy
The system is down.
syncing file systems... done
Program terminated
ok

예 3–8

x86: 전역 클러스터 노드 종료
다음 예에서는 phys-schost-1 노드가 종료될 때 표시되는 콘솔 출력을 보여 줍니다. -g0
옵션은 유예 기간을 0으로 설정하고, -y 옵션은 확인 질문에 자동으로 yes 응답을
제공합니다. 이 노드의 종료 메시지가 전역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노드의 콘솔에
나타납니다.

62

Oracle Solaris Cluster 시스템 관리 설명서 • 2012년 3월, E26937-02

클러스터의 단일 노드 종료 및 부트

phys-schost# clnode evacuate phys-schost-1
phys-schost# shutdown -g0 -y
Shutdown started.
Wed Mar 10 13:47:32 PST 2004
Changing to init state 0 - please wait
Broadcast Message from root (console) on phys-schost-1 Wed Mar 10 13:47:32...
THE SYSTEM phys-schost-1 IS BEING SHUT DOWN NOW ! ! !
Log off now or risk your files being damaged
phys-schost-1#
INIT: New run level: 0
The system is coming down. Please wait.
System services are now being stopped.
/etc/rc0.d/K05initrgm: Calling clnode evacuate
failfasts disabled on node 1
Print services already stopped.
Mar 10 13:47:44 phys-schost-1 syslogd: going down on signal 15
umount: /global/.devices/node@2 busy
umount: /global/.devices/node@1 busy
The system is down.
syncing file systems... done
WARNING: CMM: Node being shut down.
Type any key to continue
예 3–9

영역 클러스터 노드 종료
다음 예에서는 clzonecluster halt를 사용하여 sparse-sczone이라는 영역 클러스터의
노드를 종료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영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clnode evacuate 및
shutdown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status
=== Zone Clusters ===
--- Zone Cluster Status --Name
---sparse-sczone

Node Name
--------schost-1
schost-2
schost-3
schost-4

Zone HostName
------------sczone-1
sczone-2
sczone-3
sczone-4

Status
-----Online
Online
Online
Online

Zone Status
----------Running
Running
Running
Running

phys-schost#
phys-schost# clzonecluster halt -n schost-4 sparse-sczone
Waiting for zone halt commands to complete on all the nodes of the zone cluster "sparse-sczone"...
Sep 5 19:24:00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3 of cluster ’sparse-sczone’ died.
phys-host#
phys-host# clzonecluster status
=== Zone Clusters ===
--- Zone Cluster Status --Name

Node Name

Zone Host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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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se-sczone

--------schost-1
schost-2
schost-3
schost-4

------------sczone-1
sczone-2
sczone-3
sczone-4

-----Online
Online
Offline
Online

----------Running
Running
Installed
Running

phys-schost#
참조

▼

종료된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재시작하려면 64 페이지 “노드 부트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노드 부트 방법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에서 다른 활성 노드를 종료하거나 재부트하려면
부트하려는 노드에 대해 다중 사용자 서버 이정표가 온라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종료하거나 재부트하는 클러스터의 다른 노드에서 서비스를 인계할 수
없습니다.
주 – 쿼럼 구성에 따라 노드 시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는 클러스터의 총 쿼럼 계수가 3이 되도록 쿼럼 장치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즉, 각 노드에 대한 쿼럼 수가 하나씩 구성되고 쿼럼 장치에 대한 쿼럼 수 하나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첫번째 노드가 종료되면 두번째 노드가 계속 쿼럼
자격을 갖고 단일 클러스터 구성원으로 실행됩니다. 첫번째 노드가 다시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클러스터 노드로 실행되려면 두번째 노드가 계속 실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쿼럼 수(2)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주 – 클러스터 구성원이 되려면 노드가 현재 클러스터 상호 연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종료된 전역 클러스터 노드 또는 영역 클러스터 노드를 시작하려면 노드를 부트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

SPARC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k 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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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86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GRUB 메뉴가 표시되면 적절한 Oracle Solaris 항목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클러스터 구성 요소가 활성화되면 부트된 노드의 콘솔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한 개의 영역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부트할 노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boot -n node zoneclustername

2

노드가 오류 없이 부트되고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cluster status 명령을 실행하면 전역 클러스터 노드의 상태가 보고됩니다.
phys-schost# cluster status -t node

■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clzonecluster status 명령을 실행하면 모든 영역
클러스터 노드의 상태가 보고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status

영역 클러스터 노드는 해당 노드를 호스트하는 노드가 클러스터 모드로 부트된
경우에만 클러스터 모드로 부트할 수 있습니다.
주 – 노드의 /var 파일 시스템이 꽉 차면 해당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를

재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71 페이지 “꽉 찬 /var 파일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예 3–10

SPARC: 전역 클러스터 노드 부트
다음 예에서는 phys-schost-1 노드를 전역 클러스터로 부트할 때 표시되는 콘솔 출력을
보여 줍니다.
ok boot
Rebooting with command: boot
...
Hostname: phys-schost-1
Booting as part of a cluster
...
NOTICE: Node phys-schost-1: attempting to join cluster
...
NOTICE: Node phys-schost-1: joined cluster
...
The system is coming up. Please wait.
checking ufs filesystems
...
reservation program successfully exiting
Print services started.
volume management starting.
The system is ready.
phys-schost-1 console 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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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재부트 방법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에서 다른 활성 노드를 종료하거나 재부트하려면
재부트하려는 노드에 대해 다중 사용자 서버 이정표가 온라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종료하거나 재부트하는 클러스터의 다른 노드에서 서비스를 인계할 수
없습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주의 – 자원에 대한 방법의 시간이 초과하여 종료할 수 없으면 자원의 Failover_mode 등록
정보가 HARD로 설정된 경우에만 노드가 재부트됩니다. Failover_mode 등록 정보가 다른
값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노드가 재부트되지 않습니다.

1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Oracle RAC를 실행 중인 경우에는
종료하려는 노드에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모두 종료합니다.
종료 절차에 대한 내용은 Oracle RAC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종료할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admin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3

clnode evacuate 및 shutdown 명령을 사용하여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종료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clzonecluster halt 명령을 실행하여 영역 클러스터를
종료합니다. clnode evacuate 및 shutdown 명령도 영역 클러스터에서 작동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경우 종료할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clnode evacuate
명령은 지정된 노드에서 다음 우선 순위 노드로 모든 장치 그룹을 전환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지정된 노드의 전역 영역에서 다른 노드의 다음 우선 순위 전역 영역으로 모든
자원 그룹을 전환합니다.
주 – 단일 노드를 종료하려면 shutdown -g0 -y -i6 명령을 사용합니다. 동시에 여러
노드를 종료하려면 shutdown -g0 -y -i0 명령을 사용하여 노드를 정지합니다. 모든
노드가 정지된 후 모든 노드에서 boot 명령을 사용하여 해당 노드를 클러스터로 다시
부트합니다.
■

SPARC 기반 시스템에서는 단일 노드를 재부트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hys-schost# clnode evacuate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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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schost# shutdown -g0 -y -i6
■

x86 기반 시스템에서는 단일 노드를 재부트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hys-schost# clnode evacuate node
phys-schost# shutdown -g0 -y -i6

GRUB 메뉴가 표시되면 적절한 Oracle Solaris 항목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종료하고 재부트할 영역 클러스터 노드를 지정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reboot - node zoneclustername

주 – 클러스터 구성원이 되려면 노드가 현재 클러스터 상호 연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노드가 오류 없이 부트되고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전역 클러스터 노드가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phys-schost# cluster status -t node

■

영역 클러스터 노드가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status

예 3–11

SPARC: 전역 클러스터 노드 재부트
다음 예에서는 phys-schost-1 노드가 재부트될 때 표시되는 콘솔 출력을 보여 줍니다.
종료 및 시작 알림과 같은 이 노드의 메시지가 전역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노드의 콘솔에
나타납니다.
phys-schost# clnode evacuate phys-schost-1
phys-schost# shutdown -g0 -y -i6
Shutdown started.
Wed Mar 10 13:47:32 phys-schost-1 cl_runtime:
WARNING: CMM monitoring disabled.
phys-schost-1#
INIT: New run level: 6
The system is coming down. Please wait.
System services are now being stopped.
Notice: rgmd is being stopped.
Notice: rpc.pmfd is being stopped.
Notice: rpc.fed is being stopped.
umount: /global/.devices/node@1 busy
umount: /global/phys-schost-1 busy
The system is down.
syncing file systems... done
rebooting...
Resetting ...
,,,
Sun Ultra 1 SBus (UltraSPARC 143MHz), No Key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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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Boot 3.11, 128 MB memory installed, Serial #5932401.
Ethernet address 8:8:20:99:ab:77, Host ID: 8899ab77.
...
Rebooting with command: boot
...
Hostname: phys-schost-1
Booting as part of a cluster
...
NOTICE: Node phys-schost-1: attempting to join cluster
...
NOTICE: Node phys-schost-1: joined cluster
...
The system is coming up. Please wait.
The system is ready.
phys-schost-1 console login:
예 3–12

영역 클러스터 노드 재부트
다음 예에서는 영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를 재부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reboot -n schost-4 sparse-sczone
Waiting for zone reboot commands to complete on all the nodes of the zone cluster
"sparse-sczone"...
Sep 5 19:40:59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3 of cluster
’sparse-sczone’ died.
phys-schost# Sep 5 19:41:27 schost-4 cl_runtime: NOTICE: Membership : Node 3 of cluster
’sparse-sczone’ joined.
phys-schost#
phys-schost# clzonecluster status
=== Zone Clusters ===
--- Zone Cluster Status --Name
Node Name
-----------sparse-sczone schost-1
schost-2
schost-3
schost-4

Zone HostName
------------sczone-1
sczone-2
sczone-3
sczone-4

Status
-----Online
Online
Online
Online

Zone Status
----------Running
Running
Running
Running

phys-schost#

▼

비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부트하는 방법
노드가 클러스터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클러스터 모드로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부트할 수 있습니다. 비클러스터 모드는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노드
업데이트와 같은 특정 관리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영역 클러스터 노드는
기본 전역 클러스터 노드의 상태와 다른 부트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전역 클러스터
노드가 비클러스터 모드로 부트된 경우 영역 클러스터 노드는 자동으로 비클러스터
모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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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비클러스터 모드로 시작하려면 클러스터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2

영역 클러스터 노드 또는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종료합니다.
clnode evacuate 명령은 지정된 노드에서 다음 우선 순위 노드로 모든 장치 그룹을
전환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지정된 노드의 전역 영역에서 다른 노드의 다음 우선 순위
전역 영역으로 모든 자원 그룹을 전환합니다.
■

특정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종료합니다.
phys-schost# clnode evacuate node
phys-schost# shutdown -g0 -y

■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특정 영역 클러스터 노드를 종료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halt -n node zoneclustername

영역 클러스터 내에서 clnode evacuate 및 shutdown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 ok 프롬프트(Oracle Solaris 기반 시스템) 또는 Press any key to
continue 메시지(x86 기반 시스템의 GRUB 메뉴)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4

비클러스터 모드로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부트합니다.
■

SPARC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k boot -xs

■

x86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a. GRUB 메뉴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적절한 Oracle Solaris 항목을 선택하고 e를
입력하여 해당 명령을 편집합니다.
GRUB 메뉴가 나타납니다.
GRUB 기반 부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oting and Shutting Down Oracle Solaris on
x86 Platforms의 “Booting an x86 Based System Interactively”를 참조하십시오.
b. 부트 매개 변수 화면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커널 항목을 선택하고 e를 입력하여
항목을 편집합니다.
GRUB 부트 매개 변수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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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명령에 -x를 추가하여 시스템 부트를 비클러스터 모드로 지정합니다.
[ Minimal BASH-like line editing is supported. For the first word, TAB
lists possible command completions. Anywhere else TAB lists the possible
completions of a device/filename. ESC at any time exits. ]
grub edit> kernel$ /platform/i86pc/kernel/$ISADIR/unix -B $ZFS-BOOTFS -x

d. Enter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수락하고 부트 매개 변수 화면으로 복귀합니다.
화면에 편집된 명령이 표시됩니다.
e. b를 입력하여 비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부트합니다.
주 – 커널 부트 매개 변수 명령에 대한 변경 사항은 시스템을 재부트하면 사라집니다.

다음에 노드를 재부트하면 클러스터 모드로 부트됩니다. 대신 비클러스터 모드로
부트하려면, 이러한 단계를 다시 실행하여 -x 옵션을 커널 부트 매개 변수 명령에
추가합니다.
예 3–13

SPARC: 비클러스터 모드로 전역 클러스터 노드 부트
다음 예에서는 phys-schost-1 노드가 종료되고 비클러스터 모드로 재시작될 때
표시되는 콘솔 출력을 보여 줍니다. -g0 옵션은 유예 기간을 0으로 설정하고, -y 옵션은
확인 질문에 자동으로 yes 응답을 제공하며, -i0 옵션은 실행 수준 0을 호출합니다. 이
노드의 종료 메시지가 전역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노드의 콘솔에 나타납니다.
phys-schost# clnode evacuate phys-schost-1
phys-schost# cluster shutdown -g0 -y
Shutdown started.
Wed Mar 10 13:47:32 phys-schost-1 cl_runtime:
WARNING: CMM monitoring disabled.
phys-schost-1#
...
rg_name = schost-sa-1 ...
offline node = phys-schost-2 ...
num of node = 0 ...
phys-schost-1#
INIT: New run level: 0
The system is coming down. Please wait.
System services are now being stopped.
Print services stopped.
syslogd: going down on signal 15
...
The system is down.
syncing file systems... done
WARNING: node phys-schost-1 is being shut down.
Program terminated
ok boot -x
...
Not booting as part of clu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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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 is ready.
phys-schost-1 console login:

꽉 찬 /var 파일 시스템 복구
Oracle Solaris 소프트웨어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는 모두 /var/adm/messages
파일에 오류 메시지를 쓰므로 시간이 지나면 /var 파일 시스템이 꽉 찰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노드의 /var 파일 시스템이 꽉 차면 Oracle Solaris Cluster가 다음 부트 시 해당
노드에서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드에 로그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꽉 찬 /var 파일 시스템을 복구하는 방법
노드에서 /var 파일 시스템이 꽉 찼다고 보고하고 계속 Oracle Solaris Cluster 서비스를
실행하는 경우 꽉 찬 파일 시스템을 지우려면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Administration: Common Tasks의 “Viewing System Messages”를
참조하십시오.

1

꽉 찬 /var 파일 시스템이 있는 클러스터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꽉 찬 파일 시스템을 지웁니다.
예를 들어, 파일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파일이 아니면 삭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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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장

데이터 복제 접근 방식

이 장에서는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복제 기술에
대해 설명합니다. 데이터 복제는 기본 저장 장치에서 백업 또는 보조 장치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기본 장치가 실패할 경우, 보조 장치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제를 사용하면 클러스터에 대해 고가용성 및 재해 허용 한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데이터 복제를 지원합니다.
■

클러스터 간 – 재해 복구에 Oracle Solaris Cluster Geographic Edition을 사용합니다.

■

클러스터 내 – 캠퍼스 클러스터 내에서 호스트 기반 미러링 대신 사용합니다.

데이터 복제를 수행하려면 복제할 객체와 이름이 같은 장치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장치는 한 번에 하나의 장치 그룹에만 속할 수 있으므로 장치가 포함된 Oracle Solaris
Cluster 장치 그룹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새 장치 그룹에 해당 장치를 추가하기 전에
그룹을 삭제해야 합니다. Solaris Volume Manager, ZFS 또는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 만들기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은 5장의 77 페이지 “장치 그룹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은 다음 절로 구성됩니다.
■

73 페이지 “데이터 복제 이해”

데이터 복제 이해
Oracle Solaris Cluster 4.0은 호스트 기반 데이터 복제를 지원합니다.
호스트 기반 데이터 복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된 클러스터 간에
디스크 볼륨을 실시간으로 복제합니다. 원격 미러 복제를 사용하면 기본 클러스터의
마스터 볼륨에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보조 클러스터의 마스터 볼륨으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원격 미러 비트맵이 1차 디스크의 마스터 볼륨과 2차 디스크의 마스터 볼륨
사이의 차이를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 간 복제 및 클러스터와 클러스터에 없는
호스트 간 복제에 사용된 호스트 기반 복제 소프트웨어는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입니다.
73

데이터 복제 이해

호스트 기반 데이터 복제는 특별한 저장소 어레이가 아닌 호스트 자원을 사용하므로
적은 비용이 드는 데이터 복제 솔루션입니다. Oracle Solaris OS가 실행되는 여러
호스트에서 공유 볼륨에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또는 파일 시스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예: Oracle RAC). 두 클러스터 간의 호스트 기반
데이터 복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Geographic Edition Data
Replication Guide for Oracle Solaris Availability Suite 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Cluster Geographic Edition을 사용하지 않는 호스트 기반 복제에 대한 예를 보려면 부록 A,
233 페이지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호스트 기반 데이터 복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데이터 복제 방법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는 클러스터 간 또는 클러스터 내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 복제 방법을 지원합니다.
1. 클러스터 간 복제 – 재해 복구를 위해 호스트 기반 복제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간에
데이터 복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Geographic Editio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복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 기반 복제
■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Oracle Solaris Cluster Geographic Edition 소프트웨어 없이 호스트 기반 복제를
사용하려면 부록 A, “예”, 233 페이지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호스트 기반 데이터 복제 구성”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2. 클러스터 내 복제 – 이 방법은 호스트 기반 미러링 대신 사용됩니다.
3. 응용 프로그램 기반 복제 – Oracle Data Guard는 응용 프로그램 기반 복제
소프트웨어의 예입니다. 이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재해 복구를 위해 단일 인스턴스
또는 RAC 데이터베이스 복제에만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Geographic Edition Data Replication Guide for Oracle Data Guard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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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전역 장치,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 및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관리에 대한 정보
및 절차를 소개합니다.
■
■
■
■
■
■

75 페이지 “전역 장치 및 전역 이름 공간 관리 개요”
77 페이지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관리 개요”
77 페이지 “장치 그룹 관리”
100 페이지 “저장 장치에 대한 SCSI 프로토콜 설정 관리”
105 페이지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관리”
110 페이지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 관리”

이 장에 있는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5–2를 참조하십시오.
전역 장치, 전역 네임스페이스, 전역 그룹,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 및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개념 정보는 Oracle Solaris Cluster Concepts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전역 장치 및 전역 이름 공간 관리 개요
Oracle Solaris Cluster 장치 그룹의 관리는 클러스터에 설치된 볼륨 관리자가 맡습니다.
Solaris Volume Manager는 “클러스터 인식형”이므로 사용자가 Solaris Volume Manager
metaset 명령을 사용하여 장치 그룹을 추가, 등록,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etaset(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클러스터의 각 디스크와 테이프 장치에
대한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클러스터 장치 그룹을 전역
장치로 액세스할 때까지 클러스터 장치 그룹이 오프라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장치
그룹이나 볼륨 관리자 디스크 그룹을 관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룹의 기본 노드인
클러스터 노드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역 장치 이름 공간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역 이름 공간은 설치
과정에서 자동으로 설정되고 Oracle Solaris OS 재부트 과정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나 전역 이름 공간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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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노드에서 cldevice populate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나중에 클러스터에 포함될 노드뿐 아니라 다른 모든 클러스터 노드 구성원에서 전역
이름 공간이 업데이트됩니다.

Solaris Volume Manager에 대한 전역 장치 사용 권한
전역 장치 권한을 변경하면 Solaris Volume Manager 및 디스크 장치에 대한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전파됩니다. 전역 장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변경하려면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직접 사용 권한을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역 장치 /dev/global/dsk/d3s0의 권한을 644로 변경하려는 경우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해야 합니다.
# chmod 644 /dev/global/dsk/d3s0

전역 장치 동적 재구성
클러스터에서 디스크 및 테이프 장치에 대한 동적 재구성(dynamic reconfiguration, DR)
작업을 완료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Oracle Solaris DR 기능에 대해 문서화된 요구 사항, 절차 및 제한이 Oracle Solaris
Cluster DR 지원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운영 체제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만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서 DR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Oracle Solaris DR 기능에 대한 설명서를 검토하십시오. 특히 DR 연결 종료 작업
중에 비네트워크 IO 장치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Oracle Solaris Cluster에서는 기본 노드에서 현재 작동하는 장치에 대한 보드 제거 DR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DR 작업은 기본 노드의 현재 작동하지 않는 장치와 보조
노드의 모든 장치에 대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DR 작업이 끝나면 작업 이전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데이터 액세스가 계속됩니다.

■

Oracle Solaris Cluster에서는 쿼럼 장치의 가용성에 영향을 주는 DR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1 페이지 “쿼럼 장치 동적 재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 보조 노드에 대한 DR 작업을 수행할 때 현재 기본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클러스터 가용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보조 노드가 제공될 때까지 기본 노드를
페일오버할 수 없습니다.

전역 장치에 대하여 DR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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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작업 맵: 디스크 및 테이프 장치 동적 재구성

작업

지침

1. 현재 기본 노드에서 작동하는 장치
그룹에 영향을 주는 DR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장치에 대한 DR
제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기본 노드와
보조 노드를 전환합니다.

98 페이지 “장치 그룹에 대한 기본 노드를 전환하는 방법”

2. 제거되는 장치에 대하여 DR 제거
작업을 수행합니다.

시스템과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관리 개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관리에 특별한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mount 및 newfs와 같은
표준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명령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때는 mount 명령에 -g 옵션을 지정합니다.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 UFS를 사용하여 부트할 때 자동으로 마운트될 수도 있습니다.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은 전역 클러스터의 투표 노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주 –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 파일을 읽을 때는 파일 시스템이 해당 파일에 대한 액세스
시간을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제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관리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unlink 명령은 비어 있지 않은 디렉토리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nlink(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lockfs -d 명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lockfs -n을 사용합니다.

■

다시 마운트할 때 directio 마운트 옵션을 추가하여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다시
마운트할 수 없습니다.

장치 그룹 관리
클러스터 요구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클러스터에서 장치 그룹을 추가, 제거 또는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 Solaris Cluster에는 이러한 변경을 위해 clsetup이라는
대화식 인터페이스가 제공됩니다. clsetup은 cluster 명령을 생성합니다. 몇 가지 절차
뒤에 다음과 같은 생성된 명령의 예가 나옵니다. 다음 표에서는 장치 그룹 관리에 대한
작업을 나열하고 이 절의 해당 절차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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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다른 노드가 활성 클러스터 구성원이고 그 중 하나 이상이 디스크 세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클러스터 외부에서 부트되는 클러스터 노드에서 metaset —s setname —f
-t 명령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주 –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클러스터의 각 디스크와 테이프 장치에
대한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클러스터 장치 그룹을 전역
장치로 액세스할 때까지 클러스터 장치 그룹이 오프라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표 5–2

작업 맵: 장치 그룹 관리

작업

지침

cldevice populate 명령을 사용하여
79 페이지 “전역 장치 이름 공간 업데이트 방법”
재구성 재부트 없이 전역 장치 이름 공간
업데이트
전역 장치 이름 공간에 사용되는 lofi
장치의 크기 변경

80 페이지 “전역 장치 이름 공간에 사용되는 lofi 장치의
크기 변경 방법”

기존 전역 장치 이름 공간 이동

82 페이지 “전용 파티션에서 lofi 장치로 전역 장치 이름
공간 마이그레이션 방법”
83 페이지 “lofi 장치에서 전용 파티션으로 전역 장치 이름
공간 마이그레이션 방법”

metaset 명령을 사용하여 Solaris Volume 84 페이지 “장치 그룹 추가 및 등록 방법(Solaris Volume
Manager 디스크 세트를 추가하고 장치
Manager)”
그룹으로 등록
cldevicegroup 명령을 사용하여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 추가 및 등록

86 페이지 “장치 그룹 추가 및 등록 방법(원시 디스크)”

cldevicegroup 명령을 사용하여 ZFS에
대한 명명된 장치 그룹 추가

87 페이지 “복제된 장치 그룹 추가 및 등록 방법(ZFS)”

metaset 및 metaclear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에서 Solaris Volume Manager 장치
그룹 제거

88 페이지 “장치 그룹 제거 및 등록 해제 방법(Solaris Volume
Manager)”

cldevicegroup, metaset 및 clsetup
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장치 그룹에서
노드 제거

88 페이지 “모든 장치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

metaset 명령을 사용하여 Solaris Volume 89 페이지 “장치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Solaris
Manager 장치 그룹에서 노드 제거
Volume Manager)”
cldevicegroup 명령을 사용하여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에서 노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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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작업 맵: 장치 그룹 관리

(계속)

작업

지침

cldevicegroup을 생성하기 위해 clsetup 93 페이지 “장치 그룹 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
명령을 사용하여 장치 그룹의 등록 정보
변경
cldevicegroup show 명령을 사용하여
장치 그룹 및 등록 정보 표시

96 페이지 “장치 그룹 구성을 나열하는 방법”

cldevicegroup을 생성하기 위해
94 페이지 “장치 그룹에 원하는 보조 수를 설정하는 방법”
clsetup을 사용하여 장치 그룹에 사용할
보조 노드 수 변경
cldevicegroup switch 명령을 사용하여
장치 그룹에 대한 기본 노드 전환

98 페이지 “장치 그룹에 대한 기본 노드를 전환하는 방법”

metaset 또는 vxdg 명령을 사용하여 장치 98 페이지 “장치 그룹을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
그룹을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

▼

전역 장치 이름 공간 업데이트 방법
새 전역 장치를 추가하는 경우 cldevice populate 명령을 실행하여 전역 장치 이름
공간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주 – cldevice populate 명령을 실행하는 노드가 현재 클러스터 구성원이 아니면 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global/.devices/node@ nodeID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지 않은
경우에도 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devfsadm 명령을 실행합니다.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동시에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vfs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이름 공간을 재구성합니다.
# cldevice populate

4

디스크 세트를 만들기 전에 각 노드에서 "cldevice populate" 명령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cldevice 명령이 한 노드에서만 실행되는 경우에도 이 명령은 모든 노드에서 동일한
명령을 원격으로 호출합니다. cldevice populate 명령이 프로세스를 완료했는지
확인하려면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ps -ef | grep cldevice pop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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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5–1

전역 장치 이름 공간 업데이트
다음 예에서는 성공적으로 cldevice populate 명령을 실행한 경우 생성되는 출력을 보여
줍니다.
# devfsadm
cldevice populate
Configuring the /dev/global directory (global devices)...
obtaining access to all attached disks
reservation program successfully exiting
# ps -ef | grep cldevice populate

▼

전역 장치 이름 공간에 사용되는 lofi 장치의 크기
변경 방법
전역 클러스터의 노드 하나 이상에서 전역 장치 이름 공간에 lofi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이 절차를 수행하여 장치 크기를 변경합니다.

1

전역 장치 이름 공간에 대한 lofi 장치의 크기를 조정할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노드에서 서비스를 제외하고 노드를 비클러스터 모드로 재부트합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이 노드에서 전역 장치가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지침은 68 페이지 “비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부트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3

전역 장치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하고 lofi 장치를 분리합니다.
전역 장치 파일 시스템이 로컬로 마운트됩니다.
phys-schost# umount /global/.devices/node\@‘clinfo -n‘ > /dev/null 2>&1
Ensure that the lofi device is detached
phys-schost# lofiadm -d /.globaldevices
The command returns no output if the device is detached

주 – -m 옵션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면 mnttab 파일에 항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umount 명령에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umount: warning: /global/.devices/node@2 not in mnttab
not mounted

이 경고는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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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lobaldevices 파일을 삭제하고 필요한 크기로 다시 만듭니다.
다음 예에서는 200MB 크기의 새 /.globaldevices 파일 만들기를 보여 줍니다.
phys-schost# rm /.globaldevices
phys-schost# mkfile 200M /.globaldevices

5

전역 장치 이름 공간에 대한 새 파일 시스템을 만듭니다.
phys-schost# lofiadm -a /.globaldevices
phys-schost# newfs ‘lofiadm /.globaldevices‘ < /dev/null

6

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부트합니다.
이제 전역 장치가 새 파일 시스템에 채워집니다.
phys-schost# reboot

7

해당 노드에서 실행하려는 모든 서비스를 노드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전역 장치 이름 공간 마이그레이션
전용 파티션에 전역 장치 이름 공간을 만들지 않고 lofi(loopback file interface) 장치에 이름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 – 루트 파일 시스템에 대한 ZFS가 지원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전역
장치 파일 시스템에 대해 부트 디스크의 전용 파티션을 사용하는 경우 파일 시스템으로
UFS만 사용해야 합니다. 전역 장치 이름 공간에는 UFS 파일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PxFS(Proxy File System)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역 장치 이름 공간에 대한 UFS 파일
시스템은 루트(/) 파일 시스템 및 다른 루트 파일 시스템(예: /var 또는 /home)에 대한 ZFS
파일 시스템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또는 lofi 장치를 대신 사용하여 전역 장치 이름
공간을 호스트하는 경우 루트 파일 시스템에 대한 ZFS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기존의 전역 장치 이름 공간을 전용 파티션에서 lofi 장치로 이동하거나
그 반대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

82 페이지 “전용 파티션에서 lofi 장치로 전역 장치 이름 공간 마이그레이션 방법”
83 페이지 “lofi 장치에서 전용 파티션으로 전역 장치 이름 공간 마이그레이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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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파티션에서 lofi 장치로 전역 장치 이름 공간
마이그레이션 방법

1

이름 공간 위치를 변경하려는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노드에서 서비스를 제외하고 노드를 비클러스터 모드로 재부트합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이 노드에서 전역 장치가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지침은 68 페이지 “비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부트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3

/.globaldevices라는 파일이 노드에 없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이 있으면 삭제합니다.

4

lofi 장치를 만듭니다.

# mkfile 100m /.globaldevices# lofiadm -a /.globaldevices
# LOFI_DEV=‘lofiadm /.globaldevices‘
# newfs ‘echo ${LOFI_DEV} | sed -e ’s/lofi/rlofi/g’‘ < /dev/null# lofiadm -d /.globaldevices
5

/etc/vfstab 파일에서 전역 장치 이름 공간 항목을 주석 처리합니다.
이 항목에는 /global/.devices/node@nodeID로 시작하는 마운트 경로가 있습니다.

6

전역 장치 파티션 /global/.devices/node@ nodeID를 마운트 해제합니다.

7

globaldevices 및 scmountdev SMF 서비스를 비활성화했다가 다시 활성화합니다.
#
#
#
#

svcadm
svcadm
svcadm
svcadm

disable globaldevices
disable scmountdev
enable scmountdev
enable globaldevices

이제 lofi 장치가 /.globaldevices에 만들어져 전역 장치 파일 시스템으로
마운트됩니다.
8

전역 장치 이름 공간을 파티션에서 lofi 장치로 마이그레이션할 다른 노드에 대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9

한 노드에서 전역 장치 이름 공간을 채웁니다.
# /usr/cluster/bin/cldevice populate

클러스터에 대해 향후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각 노드에서 명령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ps -ef | grep cldevice populate

이제 전역 장치 이름 공간이 lofi 장치에 상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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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당 노드에서 실행하려는 모든 서비스를 노드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

lofi 장치에서 전용 파티션으로 전역 장치 이름 공간
마이그레이션 방법

1

이름 공간 위치를 변경하려는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노드에서 서비스를 제외하고 노드를 비클러스터 모드로 재부트합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이 노드에서 전역 장치가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지침은 68 페이지 “비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부트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3

노드의 로컬 디스크에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새 파티션을 만듭니다.
■
■

4

크기 512MB 이상
UFS 파일 시스템 사용

전역 장치 파일 시스템으로 마운트할 새 파티션에 대한 항목을 /etc/vfstab 파일에
추가합니다.
■

현재 노드의 노드 ID를 확인합니다.
# /usr/sbin/clinfo -n node- ID

■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etc/vfstab 파일에서 새 항목을 만듭니다.
blockdevice rawdevice /global/.devices/node@nodeID ufs 2 no global

예를 들어 사용하려고 선택한 파티션이 /dev/did/rdsk/d5s3인 경우 /etc/vfstab 파일에
추가할 새 항목은 /dev/did/dsk/d5s3 /dev/did/rdsk/d5s3 /global/.devices/node@3
ufs 2 no global이 됩니다.
5

전역 장치 파티션 /global/.devices/node@ nodeID를 마운트 해제합니다.

6

/.globaldevices 파일과 관련된 lofi 장치를 제거합니다.
# lofiadm -d /.globaldevices

7

/.globaldevices 파일을 삭제합니다.
# rm /.globaldevices

8

globaldevices 및 scmountdev SMF 서비스를 비활성화했다가 다시 활성화합니다.
# svcadm disable globaldevices# svcadm disable scmountdev
# svcadm enable scmountdev
# svcadm enable globaldevices

이제 파티션이 전역 장치 이름 공간 파일 시스템으로 마운트됩니다.
5장 • 전역 장치,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 및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관리

83

장치 그룹 관리

9

10

전역 장치 이름 공간을 lofi 장치에서 파티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할 다른 노드에 대해
이러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클러스터 모드로 부트하고 전역 장치 이름 공간을 채웁니다.
a.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전역 장치 이름 공간을 채웁니다.
# /usr/cluster/bin/cldevice populate

b. 노드에 대해 향후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ps -ef | grep cldevice populate

이제 전역 장치 이름 공간이 전용 파티션에 상주합니다.
11

해당 노드에서 실행하려는 모든 서비스를 노드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장치 그룹 추가 및 등록
Solaris Volume Manager, ZFS 또는 원시 디스크에 대한 장치 그룹을 추가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장치 그룹 추가 및 등록 방법(Solaris Volume
Manager)
metaset 명령을 사용하여 Solaris Volume Manager 디스크 세트를 만들고 해당 디스크
세트를 Oracle Solaris Cluster 장치 그룹으로 등록합니다. 디스크 세트를 등록하면 디스크
세트에 지정한 이름이 자동으로 장치 그룹에 할당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주의 – 사용자가 만든 Oracle Solaris Cluster 장치 그룹(Solaris Volume Manager 또는 원시

디스크)의 이름은 복제된 장치 그룹의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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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laris Volume Manager 디스크 세트를 추가하고 Oracle Solaris Cluster가 있는 장치
그룹으로 등록합니다.
복수 소유자 디스크 그룹을 만들려면 -M 옵션을 사용합니다.
# metaset -s diskset -a -M -h nodelist

-s diskset

만들 디스크 세트를 지정합니다.

-a -h nodelist

디스크 세트를 마스터할 수 있는 노드 목록을 추가합니다.

-M

디스크 그룹의 소유자를 여러 명으로 지정합니다.

주 – metaset 명령을 실행하여 클러스터에 Solaris Volume Manager 장치 그룹을 설치하면
해당 장치 그룹에 포함된 노드 수에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보조 노드 수가 하나가 됩니다.
장치 그룹이 만들어진 후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원하는 보조 노드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장애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4 페이지 “장치 그룹에 원하는 보조
수를 설정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3

복제된 디스크 그룹을 구성하는 경우, 장치 그룹에 대한 복제 등록 정보를 설정합니다.
# cldevicegroup sync devicegroup

4

장치 그룹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장치 그룹 이름은 metaset로 지정한 디스크 세트 이름과 일치합니다.
# cldevicegroup list

5

DID 매핑을 나열하십시오.
# cldevice show | grep Device
■

디스크 세트를 마스터하거나 마스터할 수도 있는 클러스터 노드가 공유하는
드라이브를 선택하십시오.

■

디스크 세트에 드라이브를 추가할 때 /dev/did/rdsk/dN 형식의 전체 DID 장치
이름을 사용합니다.

다음 예에서 DID 장치 /dev/did/rdsk/d3에 대한 항목은 드라이브가 phys-schost-1 및
phys-schost-2에 의해 공유됨을 나타냅니다.
=== DID Device Instances ===
DID Device Name:
Full Device Path:
DID Device Name:
Full Device Path:
DID Device Name:
Full Device Path:
Full Device Path:
...

/dev/did/rdsk/d1
phys-schost-1:/dev/rdsk/c0t0d0
/dev/did/rdsk/d2
phys-schost-1:/dev/rdsk/c0t6d0
/dev/did/rdsk/d3
phys-schost-1:/dev/rdsk/c1t1d0
phys-schost-2:/dev/rdsk/c1t1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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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스크 세트에 드라이브를 추가하십시오.
전체 DID 경로 이름을 사용합니다.
# metaset -s setname -a /dev/did/rdsk/dN

-s setname

디스크 세트 이름을 장치 그룹 이름과 동일하게 지정합니다.

-a

디스크 세트에 드라이브를 추가합니다.

주 – 디스크 세트에 드라이브를 추가할 때 하위 수준 장치 이름( cNtX dY)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위 수준 장치 이름은 로컬 이름이므로 클러스터 전체에서 고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하면 메타 세트가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디스크 세트와 드라이브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metaset -s setname

예 5–2

Solaris Volume Manager 디스크 그룹 추가
다음 예에서는 /dev/did/rdsk/d1 및 /dev/did/rdsk/d2 디스크 드라이브가 포함된
디스크 세트 및 장치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장치 그룹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metaset -s dg-schost-1 -a -h phys-schost-1
# cldevicegroup list
dg-schost-1
# metaset -s dg-schost-1 -a /dev/did/rdsk/d1 /dev/did/rdsk/d2

▼

장치 그룹 추가 및 등록 방법(원시 디스크)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는 다른 볼륨 관리자 사용과 함께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처음에 Oracle Solaris Cluster를 구성하면 클러스터에 있는 각
원시 장치에 대해 장치 그룹이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자동으로 작성된 장치 그룹을 이 절차를 사용하여 재구성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원시 디스크 유형의 새 장치 그룹을 만듭니다.
■
■
■

장치 그룹에 둘 이상의 DID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장치 그룹의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cldevicegroup 명령의 -v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장치 그룹 목록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의 – 복제된 장치에 장치 그룹을 만드는 경우 만든 장치 그룹(Solaris Volume Manager
또는 원시 디스크)의 이름은 복제된 장치 그룹의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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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하려는 장치를 식별하고 사전 정의된 장치 그룹의 구성을 해제합니다.
다음 명령은 d7 및 d8로 사전 정의된 장치 그룹을 제거합니다.
paris-1# cldevicegroup disable dsk/d7 dsk/d8
paris-1# cldevicegroup offline dsk/d7 dsk/d8
paris-1# cldevicegroup delete dsk/d7 dsk/d8

2

원하는 장치를 포함하는 새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을 작성합니다.
다음 명령은 d7 및 d8을 포함하는 전역 장치 그룹 rawdg를 작성합니다.
paris-1# cldevicegroup create -n phys-paris-1,phys-paris-2 -t rawdisk
-d d7,d8 rawdg
paris-1# /usr/cluster/lib/dcs/cldg show rawdg -d d7 rawdg
paris-1# /usr/cluster/lib/dcs/cldg show rawdg -d d8 rawdg

▼

복제된 장치 그룹 추가 및 등록 방법(ZFS)
ZFS를 복제하려면 명명된 장치 그룹을 만들고 zpool에 속하는 디스크를 나열해야
합니다. 장치는 한 번에 하나의 장치 그룹에만 속할 수 있으므로 장치가 포함된 Oracle
Solaris Cluster 장치 그룹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새 ZFS 장치 그룹에 해당 장치를 추가하기
전에 그룹을 삭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만든 Oracle Solaris Cluster 장치 그룹(Solaris Volume Manager 또는 원시
디스크)의 이름은 복제된 장치 그룹의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1

zpool의 장치에 해당하는 기본 장치 그룹을 삭제합니다.
예를 들어 /dev/did/dsk/d2 및 /dev/did/dsk/d13 장치 두 개를 포함하는 mypool이라는
zpool이 있는 경우 d2와 d13이라는 기본 장치 그룹 두 개를 삭제해야 합니다.
# cldevicegroup offline dsk/d2 dsk/d13
# cldevicegroup add dsk/d2 dsk/d13

2

단계 1에서 제거한 장치 그룹의 DID에 해당하는 DID를 가진 명명된 장치 그룹을 만듭니다.
# cldevicegroup create -n pnode1,pnode2 -d d2,d13 -t rawdisk mypool

이 작업을 수행하면 mypool(zpool과 같은 이름)이라는 장치 그룹이 만들어져
/dev/did/dsk/d2 및 /dev/did/dsk/d13 원시 장치를 관리합니다.
3

해당 장치를 포함하는 zpool을 만듭니다.
# zpool create mypool mirror /dev/did/dsk/d2 /dev/did/dsk/d13

4

자원 그룹을 만들어 노드 목록에 전역 영역만 있는 복제된 장치(장치 그룹에 포함)의
마이그레이션을 관리합니다.
# clrg create -n pnode1,pnode2 migrate_truecopydg-rg

5장 • 전역 장치,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 및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관리

87

장치 그룹 관리

5

단계 4에서 만든 자원 그룹에 hasp-rs 자원을 만들고 globaldevicepaths 등록 정보를 원시
디스크 유형의 장치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이 장치는 단계 2에서 만들었습니다.
# clrs create -t HAStoragePlus -x globaldevicepaths=mypool -g \
migrate_truecopydg-rg hasp2migrate_mypool

6

이 자원 그룹에서 rg_affinities 등록 정보의 +++ 값을 단계 4에서 만든 자원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 clrg create -n pnode1:zone-1,pnode2:zone-2 -p \
RG_affinities=+++migrate_truecopydg-rg sybase-rg

7

단계 3에서 만든 zpool에 대한 HAStoragePlus 자원(hasp-rs)을 단계 4 또는 단계 6에서 만든
자원 그룹에 만듭니다.
resource_dependencies 등록 정보를 단계 5에서 만든 hasp-rs 자원으로 설정합니다.
# clrs create -g sybase-rg -t HAStoragePlus -p zpools=mypool \
-p resource_dependencies=hasp2migrate_mypool \
-p ZpoolsSearchDir=/dev/did/dsk hasp2import_mypool

8

장치 그룹 이름이 필요한 위치에 새 자원 그룹 이름을 사용합니다.

장치 그룹 유지 보수
장치 그룹에 대해 다양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치 그룹 제거 및 등록 해제 방법(Solaris Volume
Manager)
장치 그룹은 Oracle Solaris Cluster에 등록된 Solaris Volume Manager 디스크 세트입니다.
Solaris Volume Manager 장치 그룹을 제거하려면 metaclear 및 metaset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은 동일한 이름의 장치 그룹을 제거하고 Oracle Solaris Cluster 장치
그룹에서 디스크 그룹의 등록을 해제합니다.
디스크 세트를 제거하는 단계는 Solaris Volume Manager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모든 장치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
잠재적 기본 노드 목록에 해당 노드를 나열하는 모든 장치 그룹에서 클러스터 노드를
제거하려면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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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제거할 노드(모든 장치 그룹의 잠재적 기본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장치 그룹 또는 제거할 노드의 그룹이 구성원인지 판별합니다.
각 장치 그룹에 대한 Device group node list에서 해당 노드 이름을 찾습니다.
# cldevicegroup list -v

3

단계 2에서 식별된 장치 그룹이 SVM 장치 그룹 유형인 경우, 해당 유형의 각 장치 그룹에
대해 89 페이지“장치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Solaris Volume Manager)”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4

제거할 노드가 속한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이 구성원인지 확인합니다.
# cldevicegroup list -v

5

단계 4에 나열된 장치 그룹이 Disk 또는 Local_Disk장치 그룹 유형인 경우, 각 장치 그룹에
대해 91 페이지“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6

모든 장치 그룹의 잠재적인 기본 노드 목록에서 노드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노드가 장치 그룹의 잠재적인 기본 노드로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명령을
실행해도 아무것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cldevicegroup list -v nodename

▼

장치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Solaris Volume
Manager)
Solaris Volume Manager 장치 그룹의 잠재적인 기본 노드 목록에서 클러스터 노드를
제거하려면 이 절차를 따릅니다. 제거할 노드가 있는 각 장치 그룹에 대해 metaset 명령을
반복합니다.
주의 – 다른 노드가 활성 클러스터 구성원이고 그 중 하나 이상이 디스크 세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클러스터 외부에서 부트되는 클러스터 노드에서 metaset —s setname —f
-t 명령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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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노드가 여전히 장치 그룹에 속해 있는지와 장치 그룹이 Solaris Volume Manager 장치
그룹인지를 확인합니다.
장치 그룹 유형 SDS/SVM은 Solaris Volume Manager 장치 그룹을 나타냅니다.
phys-schost-1% cldevicegroup show devicegroup

2

어느 노드가 현재 장치 그룹의 기본 노드인지 확인합니다.
# cldevicegroup status devicegroup

3

현재 수정할 장치 그룹이 있는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4

장치 그룹에서 노드의 호스트 이름을 삭제합니다.
# metaset -s setname -d -h nodelist

-s setname

장치 그룹 이름을 지정합니다.

-d

-h를 사용하여 확인한 노드를 장치 그룹에서 삭제합니다.

-h nodelist

제거할 노드의 노드 이름을 지정합니다.

주 – 업데이트를 완료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명령이 실패하면 명령에 -f(강제 실행) 옵션을 추가합니다.
# metaset -s setname -d -f -h nodelist
5

잠재적인 기본 노드로서 노드가 제거되는 각 장치 그룹에 대해 단계 4를 반복합니다.

6

노드가 장치 그룹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장치 그룹 이름은 metaset로 지정한 디스크 세트 이름과 일치합니다.
phys-schost-1% cldevicegroup list -v devicegroup

예 5–3

장치 그룹에서 노드 제거(Solaris Volume Manager)
다음 예에서는 장치 그룹 구성에서 호스트 이름 phys-schost-2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예에서는 지정된 장치 그룹의 잠재적인 기본 노드인 phys-schost-2를
제거합니다. cldevicegroup show 명령을 실행하여 노드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거된 노드가 더 이상 화면의 텍스트에 표시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Determine the Solaris Volume Manager
device group for the node:]
# cldevicegroup show dg-schost-1
=== Device Gro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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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Group Name:
dg-schost-1
Type:
SVM
failback:
no
Node List:
phys-schost-1, phys-schost-2
preferenced:
yes
numsecondaries:
1
diskset name:
dg-schost-1
[Determine which node is the current primary for the device group:]
# cldevicegroup status dg-schost-1
=== Cluster Device Groups ===
--- Device Group Status --Device Group Name
Primary
Secondary
Status
-----------------------------------dg-schost-1
phys-schost-1 phys-schost-2 Online
[Become superuser on the node that currently owns the device group.]
[Remove the host name from the device group:]
# metaset -s dg-schost-1 -d -h phys-schost-2
[Verify removal of the node:]]
phys-schost-1% cldevicegroup list -v dg-schost-1
=== Cluster Device Groups ===
--- Device Group Status --Device Group Name
----------------dg-schost-1

▼

Primary
------phys-schost-1

Secondary
---------

Status
-----Online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의 잠재적인 기본 노드 목록에서 클러스터 노드를 제거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제거할 노드가 아닌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read 및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제거할 노드와 연결된 장치 그룹을 식별하고,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을 판별합니다.
# cldevicegroup show -n nodename -t rawdisk +

3

각 Local_Disk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의 localonly 등록 정보를 사용 불가하게 합니다.
# cldevicegroup set -p localonly=false devicegroup

cldevicegroup(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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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거할 노드에 연결된 모든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의 localonly 등록 정보를 사용
불가하게 했는지 확인합니다.
Disk 장치 그룹 유형은 해당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에 대해 localonly 등록 정보가 사용
불가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cldevicegroup show -n nodename -t rawdisk -v +

5

단계 2에서 식별한 모든 원시 디스크 장치에서 노드를 제거합니다.
제거할 노드가 연결된 각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에 대하여 이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 cldevicegroup remove-node -n nodename devicegroup

예 5–4

원시 장치 그룹에서 노드 제거
이 예에서는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에서 노드(phys-schost-2)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모든 명령이 클러스터의 다른 노드(phys-schost-1)에서 실행됩니다.

[Identify the device groups connected to the node being removed, and determine which are raw-disk
device groups:]
phys-schost-1# cldevicegroup show -n phys-schost-2 -t rawdisk -v +
Device Group Name:
dsk/d4
Type:
Disk
failback:
false
Node List:
phys-schost-2
preferenced:
false
localonly:
false
autogen
true
numsecondaries:
1
device names:
phys-schost-2
Device Group Name:
dsk/d1
Type:
SVM
failback:
false
Node List:
pbrave1, pbrave2
preferenced:
true
localonly:
false
autogen
true
numsecondaries:
1
diskset name:
ms1
(dsk/d4) Device group node list: phys-schost-2
(dsk/d2) Device group node list: phys-schost-1, phys-schost-2
(dsk/d1) Device group node list: phys-schost-1, phys-schost-2
[Disable the localonly flag for each local disk on the node:]
phys-schost-1# cldevicegroup set -p localonly=false dsk/d4
[Verify that the localonly flag is disabled:]
phys-schost-1# cldevicegroup show -n phys-schost-2 -t rawdisk +
(dsk/d4) Device group type:
Disk
(dsk/d8) Device group type:
Local_Disk
[Remove the node from all raw-disk device groups:]
phys-schost-1# cldevicegroup remove-node -n phys-schost-2 dsk/d4
phys-schost-1# cldevicegroup remove-node -n phys-schost-2 dsk/d2
phys-schost-1# cldevicegroup remove-node -n phys-schost-2 dsk/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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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그룹 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
장치 그룹의 기본 소유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preferenced라는 소유권 기본 설정 속성의
설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속성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노드가 소유하지 않은
장치 그룹의 디스크에 처음으로 액세스를 시도하는 노드가 해당 그룹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속성이 설정되면 노드가 소유권을 얻기 위해 시도하는 순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preferenced 속성을 사용 불가하게 하면 failback 속성도 자동으로 사용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preferenced 속성을 사용 가능 또는 다시 사용 가능하게 하려는 경우
failback 속성을 사용 가능하게 하거나 사용 불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preferenced 속성이 사용 가능 또는 다시 사용 가능한 경우 기본 소유권 설정 목록에서
노드 순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Solaris Volume Manager 장치 그룹에 대한 preferenced 속성 및 failback
속성을 설정 또는 설정 해제하기 위해 5를 사용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속성 값을 변경할 장치 그룹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read 및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clsetup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 clsetup

주 메뉴가 표시됩니다.
3

장치 그룹 작업을 하려면 장치 그룹 및 볼륨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장치 그룹 메뉴가 표시됩니다.

4

장치 그룹의 키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Solaris Volume Manager 장치 그룹의 키 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요 등록 정보 변경 메뉴가 표시됩니다.

5

장치 그룹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기본 설정 및/또는 장애 복구 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지침에 따라 장치 그룹에 대한 preferenced 및 failback 옵션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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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치 그룹 속성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장치 그룹 정보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cldevicegroup show -v devicegroup

예 5–5

장치 그룹의 등록 정보 변경
다음 예에서는 장치 그룹(dg-schost-1)에 대한 속성 값을 설정할 때 clsetup에 의해
생성되는 cldevicegroup 명령을 보여 줍니다.
# cldevicegroup set -p preferenced=true -p failback=true -p numsecondaries=1 \
-p nodelist=phys-schost-1,phys-schost-2 dg-schost-1
# cldevicegroup show dg-schost-1
=== Device Groups ===
Device Group Name:
Type:
failback:
Node List:
preferenced:
numsecondaries:
diskset names:

▼

dg-schost-1
SVM
yes
phys-schost-1, phys-schost-2
yes
1
dg-schost-1

장치 그룹에 원하는 보조 수를 설정하는 방법
numsecondaries 등록 정보는 기본 노드가 실패할 경우 그룹을 마스터할 수 있는 장치
그룹 내의 노드 수를 지정합니다. 장치 서비스에 대한 기본 보조 노드 수는 1입니다. 값은
1부터 장치 그룹에서 작동하는 기본 이외의 공급자 노드 수까지, 정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클러스터의 성능과 가용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보조 노드 수를 증가시키면 클러스터에서 동시에 여러 번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장치 그룹이 작동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보조 노드 수를 늘리면
정상 작동 중에 주기적으로 성능이 저하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조 노드 수가 적을수록
성능은 좋아지지만 가용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보조 노드 수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파일 시스템이나 장치 그룹의 가용성이 항상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Concepts Guide의 3 장, “Key Concepts for System
Administrators and Application Developers”을 참조하십시오.
numsecondaries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실제 보조 노드 수와 원하는 개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 보조 노드가 장치 그룹에 추가되거나 장치 그룹에서 제거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치 그룹의 모든 유형에 대해 numsecondaries 등록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합니다. 장치 그룹을 구성할 때 장치 그룹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devicegroup(1CL)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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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read 및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clsetup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 clsetup

주 메뉴가 표시됩니다.
3

장치 그룹에서 작업하려면 장치 그룹 및 볼륨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장치 그룹 메뉴가 표시됩니다.

4

장치 그룹의 키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장치 그룹의 키 등록 정보 변경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주요 등록 정보 변경 메뉴가 표시됩니다.

5

보조 노드 수를 변경하려면 numsecondaries 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지침에 따라 장치 그룹에 대해 구성할 원하는 보조 노드 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cldevicegroup 명령이 실행되고, 로그가 인쇄되며, 유틸리티가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6

장치 그룹 구성을 검증합니다.
# cldevicegroup show dg-schost-1
=== Device Groups ===
Device Group Name:
Type:
failback:
Node List:
preferenced:
numsecondaries:
diskgroup names:

dg-schost-1
Local_Disk
yes
phys-schost-1, phys-schost-2 phys-schost-3
yes
1
dg-schost-1

주 – 이러한 구성 변경에는 기존 볼륨의 그룹, 소유자, 사용 권한 변경뿐 아니라 볼륨
추가나 제거도 포함됩니다. 구성을 변경한 후에 다시 등록하면 전역 이름 공간이 올바른
상태가 됩니다. 79 페이지 “전역 장치 이름 공간 업데이트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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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치 그룹 속성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표시되는 장치 그룹 정보를 확인합니다.
# cldevicegroup show -v devicegroup

예 5–6

필요한 보조 노드 수 변경(Solaris Volume Manager)
다음 예에서는 장치 그룹(dg-schost-1)에 대한 보조 노드 수를 구성할 때 clsetup에 의해
생성되는 cldevicegroup 명령을 보여 줍니다. 이 예에서는 이전에 디스크 그룹 및 볼륨을
만들었다고 가정합니다.
# cldevicegroup set -p numsecondaries=1 dg-schost-1
# cldevicegroup show -v dg-schost-1
=== Device Groups ===
Device Group Name:
Type:
failback:
Node List:
preferenced:
numsecondaries:
diskset names:

예 5–7

dg-schost-1
SVM
yes
phys-schost-1, phys-schost-2
yes
1
dg-schost-1

원하는 보조 노드의 수를 기본값으로 설정
다음은 null 문자열 값을 사용하여 보조 노드의 기본 개수를 구성하는 예입니다.
기본값이 변경될 경우에도 장치 그룹이 기본값을 사용하도록 구성됩니다.
# cldevicegroup set -p numsecondaries= dg-schost-1
# cldevicegroup show -v dg-schost-1
=== Device Groups ===
Device Group Name:
Type:
failback:
Node List:
preferenced:
numsecondaries:
diskset names:

▼

dg-schost-1
SVM
yes
phys-schost-1, phys-schost-2 phys-schost-3
yes
1
dg-schost-1

장치 그룹 구성을 나열하는 방법
구성을 나열하기 위해 수퍼유저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solaris.cluster.read 인증이 필요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96

Oracle Solaris Cluster 시스템 관리 설명서 • 2012년 3월, E26937-02

장치 그룹 관리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cldevicegroup show

클러스터의 모든 장치 그룹에 대한 구성을
나열하려면 cldevicegroup show 명령을
사용합니다.

cldevicegroup show devicegroup

단일 장치 그룹의 구성을 나열하려면
cldevicegroup show devicegroup 명령을
사용합니다.

cldevicegroup status devicegroup

단일 장치 그룹의 상태를 판별하려면
cldevicegroup status devicegroup 명령을
사용합니다.

cldevicegroup status +

클러스터의 모든 장치 그룹의 상태를 판별하려면
cldevicegroup status +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이러한 명령과 함께 -v 옵션을 사용합니다.
예 5–8

모든 장치 그룹의 상태 표시
# cldevicegroup status +
=== Cluster Device Groups ===
--- Device Group Status --Device Group Name
----------------dg-schost-1
dg-schost-2
dg-schost-3

예 5–9

Primary
------phys-schost-2
phys-schost-1
phys-schost-3

Secondary
--------phys-schost-1
-phy-shost-2

Status
-----Online
Offline
Online

특정 장치 그룹의 구성 표시
# cldevicegroup show dg-schost-1
=== Device Groups ===
Device Group Name:
Type:
failback:
Node List:
preferenced:
numsecondaries:
diskset names:

dg-schost-1
SVM
yes
phys-schost-2, phys-schost-3
yes
1
dg-scho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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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그룹에 대한 기본 노드를 전환하는 방법
다음 절차를 수행하면 비활성 장치 그룹을 시작(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프로파일로 전환합니다.

2

cldevicegroup switch를 사용하여 기본 장치 그룹을 전환합니다.
# cldevicegroup switch -n nodename devicegroup

3

-n nodename

전환할 대상 노드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노드가 새 기본 노드가 됩니다.

devicegroup

전환할 장치 그룹을 지정합니다.

장치 그룹이 새로운 기본 노드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장치 그룹이 올바로 등록되면 다음 명령을 사용할 때 새 장치 그룹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 cldevice status devicegroup

예 5–10

장치 그룹에 대한 기본 노드 전환
다음 예는 장치 그룹에 대한 기본 노드를 전환하는 방법과 변경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cldevicegroup switch -n phys-schost-1 dg-schost-1
# cldevicegroup status dg-schost-1
=== Cluster Device Groups ===
--- Device Group Status --Device Group Name
----------------dg-schost-1

▼

Primary
Secondary
Status
-------------------phys-schost-1 phys-schost-2 Online

장치 그룹을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
장치 그룹을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면 장치 중 하나에 액세스할 때 해당 장치 그룹이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복구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모든 I/O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장치 그룹을 유지 보수 상태로 유지해야

98

Oracle Solaris Cluster 시스템 관리 설명서 • 2012년 3월, E26937-02

장치 그룹 관리

합니다. 장치 그룹을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면 한 노드에서 디스크 세트나 디스크
그룹이 복구되는 동안 다른 노드에서 디스크 그룹이 온라인 상태가 되지 않으므로
데이터 손실이 방지됩니다.
손상된 디스크 세트 복구 방법에 대한 지침은 213 페이지 “손상된 디스크 세트 복구”를
참조하십시오.
주 – 디스크 그룹을 유지 보수 상태로 만들려면 먼저 장치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중단하고
관련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를 모두 해제해야 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장치 그룹을 유지 보수 상태로 만듭니다.
a. 장치 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비활성화합니다.
# cldevicegroup disable devicegroup

b. 장치 그룹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 cldevicegroup offline devicegroup
2

복구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디스크 세트나 디스크 그룹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한 경우
직접 해당 디스크 세트나 디스크 그룹을 가져옵니다.
Solaris Volume Manager의 경우:
# metaset -C take -f -s diskset
주의 – Solaris Volume Manager 디스크 세트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 경우 장치 그룹이 유지

보수 상태에 있을 때 반드시 metaset -C take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metaset -t 명령을
사용하면 소유권을 얻는 과정에서 장치 그룹이 온라인 상태로 전환됩니다.
3

수행해야 할 복구 절차를 완료합니다.

4

디스크 세트나 디스크 그룹에 대한 소유권을 해제합니다.
주의 – 장치 그룹을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하기 전에 디스크 세트나 디스크 그룹에 대한
소유권을 해제해야 합니다. 소유권 해제가 실패하면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Solaris Volume Manager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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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set -C release -s diskset
5

장치 그룹을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 cldevicegroup online devicegroup
# cldevicegroup enable devicegroup

예 5–11

장치 그룹을 유지 보수 상태로 만들기
이 예에서는 장치 그룹 dg-schost-1을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고, 유지 보수 상태에서
장치 그룹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Place the device group in maintenance state.]
# cldevicegroup disable dg-schost-1
# cldevicegroup offline dg-schost-1
[If needed, manually import the disk set or disk group.]
For Solaris Volume Manager:
# metaset -C take -f -s dg-schost-1
[Complete all necessary repair procedures.]
[Release ownership.]
For Solaris Volume Manager:
# metaset -C release -s dg-schost-1
[Bring the device group online.]
# cldevicegroup online dg-schost-1
# cldevicegroup enable dg-schost-1

저장 장치에 대한 SCSI 프로토콜 설정 관리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모든 저장 장치에 SCSI 예약이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장치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장치 설정을 겹쳐
씁니다.
■
■
■

■

100

101 페이지 “모든 저장 장치에 대한 기본 전역 SCSI 프로토콜 설정을 표시하는 방법”
101 페이지 “단일 저장 장치의 SCSI 프로토콜을 표시하는 방법”
102 페이지 “모든 저장 장치에 대한 기본 전역 보호(fencing) 프로토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103 페이지 “단일 저장 장치에 대한 보호(fencing) 프로토콜을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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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저장 장치에 대한 기본 전역 SCSI 프로토콜
설정을 표시하는 방법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read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모든 노드에 현재 기본 전역 SCSI 프로토콜 설정을 표시합니다.
# cluster show -t global

자세한 내용은 cluster(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5–12

모든 저장 장치에 대한 기본 전역 SCSI 프로토콜 설정 표시
다음 예에서는 클러스터의 모든 저장 장치에 대한 SCSI 프로토콜 설정을 표시합니다.
# cluster show -t global
=== Cluster ===
Cluster Name:
clusterid:
installmode:
heartbeat_timeout:
heartbeat_quantum:
private_netaddr:
private_netmask:
max_nodes:
max_privatenets:
udp_session_timeout:
concentrate_load:
global_fencing:
Node List:

▼

racerxx
0x4FES2C888
disabled
10000
1000
172.16.0.0
255.255.111.0
64
10
480
False
prefer3
phys-racerxx-1, phys-racerxx-2

단일 저장 장치의 SCSI 프로토콜을 표시하는 방법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read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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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노드에 저장 장치의 SCSI 프로토콜을 표시합니다.
# cldevice show device

device

장치 경로 이름 또는 장치 이름.

자세한 내용은 cldevice(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5–13

단일 장치의 SCSI 프로토콜 표시
다음 예에서는 장치 /dev/rdsk/c4t8d0에 대한 SCSI 프로토콜을 표시합니다.
# cldevice show /dev/rdsk/c4t8d0
=== DID Device Instances ===
DID Device Name:
Full Device Path:
Full Device Path:
Replication:
default_fencing:

▼

/dev/did/rdsk/d3
phappy1:/dev/rdsk/c4t8d0
phappy2:/dev/rdsk/c4t8d0
none
global

모든 저장 장치에 대한 기본 전역 보호(fencing)
프로토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클러스터에 연결된 모든 저장 장치에 대해 전역적으로 보호(fencing)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일 저장 장치의 기본 보호(fencing) 설정은 장치의 기본
보호(fencing)가 pathcount, prefer3 또는 nofencing으로 설정된 경우 전역 설정으로
대체됩니다. 저장 장치의 기본 보호(fencing) 설정이 global인 경우 저장 장치는 전역
설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장 장치에 기본 설정 pathcount가 있는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하여 전역 SCSI 프로토콜 설정을 prefer3으로 변경해도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일 장치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려면 103 페이지 “단일 저장 장치에 대한
보호(fencing) 프로토콜을 변경하는 방법”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 잘못된 상황에서 보호(fencing)를 해제하면 응용 프로그램 장애 조치 중에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보호(fencing)를 해제하려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 손상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 저장 장치에서 SCSI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클러스터 외부 호스트에서 클러스터의 저장소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
보호(fencing)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쿼럼 장치에 대한 기본 보호(fencing) 설정을 변경하려면 장치의 구성을 해제하고,
보호(fencing) 설정을 변경한 다음 쿼럼 장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쿼럼 장치가 포함된
장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호(fencing)를 해제하고 다시 설정하려는 경우 쿼럼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쿼럼 서버 서비스를 통해 쿼럼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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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쿼럼 장치가 아닌 모든 저장 장치에 대해 보호(fencing) 프로토콜을 설정합니다.
cluster set -p global_fencing={pathcount | prefer3 | nofencing | nofencing-noscrub}

예 5–14

-p global_fencing

모든 공유 장치에 대하여 현재 기본 경계 알고리즘을
설정합니다.

prefer3

경로가 세 개 이상 있는 장치에 대해 SCSI-3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pathcount

공유 장치에 첨부된 DID 경로의 수로 경계 프로토콜을
판별합니다. pathcount 설정은 쿼럼 장치에 사용됩니다.

nofencing

모든 저장 장치에 대해 보호(fencing) 상태를 설정하여
보호(fencing)를 해제합니다.

nofencing-noscrub

장치를 스크러빙하면 장치에서 지속적인 SCSI 예약
정보가 모두 지워지고 클러스터 외부 시스템에서
저장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CSI 예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저장 장치에 대해서만 nofencing-noscrub
옵션을 사용합니다.

모든 저장 장치에 대한 기본 전역 보호(fencing) 프로토콜 설정 지정
다음 예에서는 클러스터의 모든 저장 장치에 대한 보호(fencing) 프로토콜을 SCSI-3으로
설정합니다.
# cluster set -p global_fencing=prefer3

▼

단일 저장 장치에 대한 보호(fencing) 프로토콜을
변경하는 방법
단일 저장 장치에 대한 보호(fencing) 프로토콜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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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쿼럼 장치에 대한 기본 보호(fencing) 설정을 변경하려면 장치의 구성을 해제하고,
보호(fencing) 설정을 변경한 다음 쿼럼 장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쿼럼 장치가 포함된
장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호(fencing)를 해제하고 다시 설정하려는 경우 쿼럼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쿼럼 서버 서비스를 통해 쿼럼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주의 – 잘못된 상황에서 보호(fencing)를 해제하면 응용 프로그램 장애 조치 중에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보호(fencing)를 해제하려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 손상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 저장 장치에서 SCSI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클러스터 외부 호스트에서 클러스터의 저장소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
보호(fencing)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저장 장치의 보호(fencing) 프로토콜을 설정합니다.
cldevice set -p default_fencing ={pathcount | \
scsi3 | global | nofencing | nofencing-noscrub} device

-p default_fencing

장치의 default_fencing 등록 정보를 수정합니다.

pathcount

공유 장치에 첨부된 DID 경로의 수로 경계 프로토콜을
판별합니다.

scsi3

SCSI-3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global

기본 경계 설정으로 전역을 사용합니다. global 설정은 쿼럼이
아닌 장치에 사용됩니다.
지정된 DID 인스턴스에 대해 보호(fencing) 상태를 설정하여
보호(fencing)를 해제합니다.

nofencing-noscrub

장치를 스크러빙하면 장치에서 지속적인 SCSI 예약 정보가 모두
지워지고 클러스터 외부 시스템에서 저장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CSI 예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저장 장치에
대해서만 nofencing-noscrub 옵션을 사용합니다.

device

장치 경로의 이름 또는 장치 이름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uster(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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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5–15

단일 장치의 보호(fencing) 프로토콜 설정
다음 예에서는 장치 번호로 지정된 장치 d5를 SCSI-3 프로토콜로 설정합니다.
# cldevice set -p default_fencing=prefer3 d5

또한 d11 장치에 대해 기본 보호(fencing)를 해제합니다.
#cldevice set -p default_fencing=nofencing d11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관리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은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읽고 액세스할 수 있는 전역적으로
사용 가능한 파일 시스템입니다.
표 5–3

▼

작업 맵: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관리

작업

지침

초기 Oracle Solaris Cluster 설치 후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추가

105 페이지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법”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제거

108 페이지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제거하는 방법”

노드 간 일관성을 위해 클러스터의 전역
마운트 지점 확인

110 페이지 “클러스터의 전역 마운트를 확인하는 방법”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법
처음 Oracle Solaris Cluster를 설치한 후에 만드는 각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대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주의 – 정확한 디스크 장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만들면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잘못된 장치 이름을 지정하면 지우려고 하지
않은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다음의 필수 조건은 추가적인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추가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함을
확인하십시오.
■

클러스터에서 수퍼유저 권한은 노드에서 설정합니다.

■

클러스터에 볼륨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장치 그룹(예: Solaris Volume Manager 장치 그룹)
또는 블록 디스크 슬라이스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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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Cluster Manager를 사용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설치한 경우에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만들 충분한 공유 디스크가 있었으면 이미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임의의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참고 – 더 빨리 파일 시스템을 만들려면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현재 기본 전역 장치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newfs 명령을 사용하여 UFS 파일 시스템을 만듭니다.
Caution – 파일 시스템을 만들면 디스크의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정확한 디스크 장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장치 이름을 지정하면 삭제하지 않으려는 데이터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phys-schost# newfs raw-disk-device

다음 표에서는 raw-disk-device 인수 이름의 예를 보여 줍니다. 이름 지정 규칙은 볼륨
관리자마다 다릅니다.

3

볼륨 관리자

샘플 디스크 장치 이름

설명

Solaris Volume Manager

/dev/md/nfs/rdsk/d1

nfs 디스크 세트에 있는 원시
디스크 장치 d1

없음

/dev/global/rdsk/d1s3

원시 디스크 장치 d1s3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지점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해당 노드에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노드에 마운트
지점이 필요합니다.
참고 – 쉽게 관리하려면 /global/ device-group/ 디렉토리에 마운트 지점을 만듭니다. 이

위치를 사용하면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전역으로 사용 가능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phys-schost# mkdir -p /global/device-group/mount-point/

device-group
106

장치를 포함하는 장치 그룹의 이름에 해당되는 디렉토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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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point
4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디렉토리의 이름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etc/vfstab 파일에 마운트 지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fstab(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 각 항목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유형에 대한 필수 마운트 옵션을 지정합니다.
b.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마운트하려면 mount at boot 필드를 yes로
설정합니다.
c. 각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대해 /etc/vfstab 항목의 정보가 각 노드에서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d. 각 노드의 /etc/vfstab 파일에 있는 장치 항목 순서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e. 파일 시스템의 부트 순서 종속성을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phys-schost-1은 디스크 장치 d0을 /global/oracle/에 마운트하고
phys-schost-2는 디스크 장치 d1을 /global/oracle/logs/에 마운트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합니다. 이 구성에서는 phys-schost-1이 부트되어 /global/oracle/을 마운트한
후에만 phys-schost-2가 부트되어 /global/oracle/logs/를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5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구성 검사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phys-schost# cluster check -k vfstab

구성 검사 유틸리티에서는 마운트 지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etc/vfstab 파일
항목이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출력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uster(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phys-schost# mount /global/device-group/mountpoint/

7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는지 확인합니다.
df 명령이나 mount 명령을 사용하여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f(1M) 매뉴얼 페이지 또는 mount(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5–16

UFS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만들기
다음 예에서는 Solaris Volume Manager 볼륨 /dev/md/oracle/rdsk/d1에 UFS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만듭니다.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대한 항목이 각 노드의 vfstab 파일에
추가됩니다. 그런 다음 한 노드에서 cluster check 명령이 실행됩니다. 구성 검사 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 하나의 노드에서 마운트되고 모든
노드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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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schost# newfs /dev/md/oracle/rdsk/d1
...
phys-schost# mkdir -p /global/oracle/d1
phys-schost# vi /etc/vfstab
#device
device
mount FS
fsck
mount mount
#to mount
to fsck
point type
pass
at boot options
#
/dev/md/oracle/dsk/d1 /dev/md/oracle/rdsk/d1 /global/oracle/d1 ufs 2 yes global,logging
...
phys-schost# cluster check -k vfstab
phys-schost# mount /global/oracle/d1
phys-schost# mount
...
/global/oracle/d1 on /dev/md/oracle/dsk/d1 read/write/setuid/global/logging/largefiles
on Sun Oct 3 08:56:16 2005

▼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제거하는 방법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하여 제거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삭제하려면 시스템에서 주요 디스크 장치(또는 메타 장치나 볼륨)를 제거하십시오.
주 – cluster shutdown 명령을 실행하여 전체 클러스터를 중지하면 시스템이 종료될 때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 자동으로 마운트 해제됩니다. 단일 노드를 중지하기 위해
shutdown 명령을 실행하면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스크에 연결된 노드가 현재 종료되는 노드 하나뿐인 경우에는 해당 디스크에 있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음의 필수 조건은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함을
확인하십시오.
■

클러스터에서 수퍼유저 권한은 노드에서 설정합니다.

■

파일 시스템은 사용 중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디렉토리에서 작업 중이거나
프로그램이 파일 시스템에서 열려 있다면 해당 파일 시스템이 사용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 또는 프로그램이 클러스터의 어느 노드에서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임의의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마운트할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결정합니다.
# mount -v

3

각 노드에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중지시킬 프로세스를 알 수 있습니다.
# fuser -c [ -u ] mount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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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지점인 파일과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 내의
모든 파일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u

(옵션) 각 프로세스 ID에 대한 사용자 로그인 이름을 표시합니다.

mountpoint

프로세스를 중지시킬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각 노드에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시킵니다.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중지시키십시오. 필요한 경우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하십시오.
# fuser -c -k mountpoint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각 프로세스에 SIGKILL 명령이 전달됩니다.
5

각 노드에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fuser -c mountpoint

6

한 노드에서만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 umount mountpoint

mountpoint

마운트를 해제할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것은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는 디렉토리 이름 또는 파일
시스템의 장치 이름 경로일 수 있습니다.

7

(옵션) /etc/vfstab 파일을 편집하여 제거되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대한 항목을
삭제합니다.
/etc/vfstab 파일에 이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대한 항목이 있는 각 클러스터 노드에서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8

(옵션) 디스크 장치 group/metadevice/volume/plex를 제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볼륨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예 5–17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제거
다음 예에서는 Solaris Volume Manager 메타 장치 또는 볼륨 /dev/md/oracle/rdsk/d1에
마운트된 UFS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제거합니다.
# mount -v
...
/global/oracle/d1 on /dev/md/oracle/dsk/d1 read/write/setuid/global/logging/largefiles
# fuser -c /global/oracle/d1
/global/oracle/d1: 4006c
# fuser -c -k /global/oracle/d1
/global/oracle/d1: 4006c
# fuser -c /global/oracle/d1
/global/oracle/d1:
# umount /global/oracl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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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ach node, remove the highlighted entry:)
# vi /etc/vfstab
#device
device
mount FS
fsck
mount mount
#to mount
to fsck
point type
pass
at boot options
#
/dev/md/oracle/dsk/d1 /dev/md/oracle/rdsk/d1 /global/oracle/d1 ufs 2 yes global,logging
[Save and exit.]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제거하려면 하부 장치를 제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볼륨 관리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클러스터의 전역 마운트를 확인하는 방법
cluster(1CL) 유틸리티는 /etc/vfstab 파일에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대한 항목의
구문을 확인합니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 –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제거와 같이 장치나 볼륨 관리 구성 요소에 영향을 준
클러스터 구성을 변경한 후 cluster check 명령을 실행합니다.

1

임의의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클러스터 전역 마운트를 확인합니다.
# cluster check -k vfstab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 관리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DPM) 관리 명령을 사용하면 보조 디스크 경로 오류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과 관련된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절의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 데몬에 대한 개념 정보는 Oracle
Solaris Cluster Concepts Guide의 3 장, “Key Concepts for System Administrators and
Application Developers”을 참조하십시오. 명령 옵션 및 관련 명령에 대한 설명은
cldevice(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cdpmd 데몬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dpmd.conf(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데몬이 보고하는 로그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yslogd(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 – cldevice 명령을 사용하여 노드에 I/O 장치를 추가할 때 모니터된 모니터링 목록에
디스크 경로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사용하여 노드에서
장치를 제거할 경우에도 디스크 경로가 자동으로 모니터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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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작업 맵: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 관리

작업

지침

디스크 경로를 모니터합니다.

111 페이지 “디스크 경로를 모니터하는 방법”

디스크 경로를 모니터링 해제합니다.

112 페이지 “디스크 경로의 모니터를 해제하는 방법”

노드에 대한 오류 디스크 경로의 상태를
인쇄합니다.

113 페이지 “오류 디스크 경로를 인쇄하는 방법”

파일에서 디스크 경로를
모니터링합니다.

114 페이지 “파일의 디스크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모니터링된 모든 공유 디스크 경로가
실패할 경우 노드의 자동 재부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116 페이지 “모니터링된 모든 공유 디스크 경로가 실패할
경우 노드의 자동 재부트를 활성화하는 방법”
117 페이지 “모니터링된 모든 공유 디스크 경로가 실패할
경우 노드의 자동 재부트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잘못된 디스크 경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114 페이지 “디스크 경로 상태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모니터된 DID 장치를 부트 시 사용할 수
없고 DID 인스턴스가 DID 드라이버로
업로드되지 않으면 잘못된 디스크 경로
상태가 보고될 수 있습니다.

cldevice 명령을 실행하는 다음 절의 절차에는 디스크 경로 인수가 포함됩니다. 디스크
경로 인수는 노드 이름 및 디스크 이름으로 구성됩니다. 노드 이름은 필수 항목이 아니며
노드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all로 설정됩니다.

▼

디스크 경로를 모니터하는 방법
클러스터의 디스크 경로를 모니터하려면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디스크 경로를 모니터합니다.
# cldevice monitor -n node disk

3

디스크 경로가 모니터되는지 확인합니다.
# cldevice status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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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5–18

단일 노드의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
다음 예에서는 단일 노드의 schost-1:/dev/did/rdsk/d1 디스크 경로를 모니터합니다.
schost-1 노드의 DPM 데몬에서만 /dev/did/dsk/d1 디스크에 대한 경로를
모니터합니다.
# cldevice monitor -n schost-1 /dev/did/dsk/d1
# cldevice status d1
Device Instance Node
Status
--------------- ---- -----/dev/did/rdsk/d1 phys-schost-1 Ok

예 5–19

모든 노드의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
다음 예에서는 모든 노드의 schost-1:/dev/did/dsk/d1 디스크 경로를 모니터합니다.
/dev/did/dsk/d1이 유효한 경로인 모든 노드에서 DPM이 시작됩니다.
# cldevice monitor /dev/did/dsk/d1
# cldevice status /dev/did/dsk/d1
Device Instance Node
Status
--------------- ---- -----/dev/did/rdsk/d1 phys-schost-1 Ok

예 5–20

CCR의 디스크 구성 다시 읽기
다음 예에서는 데몬이 CCR의 디스크 구성을 다시 읽어서 모니터된 디스크 경로를
상태와 함께 인쇄합니다.
# cldevice monitor +
# cldevice status
Device Instance
--------------/dev/did/rdsk/d1
/dev/did/rdsk/d2
/dev/did/rdsk/d3
/dev/did/rdsk/d4
/dev/did/rdsk/d5
/dev/did/rdsk/d6
/dev/did/rdsk/d7
/dev/did/rdsk/d8

▼

Node
---schost-1
schost-1
schost-1
schost-2
schost-1
schost-2
schost-1
schost-2
schost-1
schost-2
schost-2
schost-2

Status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디스크 경로의 모니터를 해제하는 방법
디스크 경로의 모니터를 해제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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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모니터링을 해제할 디스크 경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cldevice status device

3

각 노드에서 해당하는 디스크 경로의 모니터링을 해제합니다.
# cldevice unmonitor -n node disk

예 5–21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 취소
다음 예에서는 schost-2:/dev/did/rdsk/d1 디스크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제하고
디스크 경로를 전체 클러스터 상태와 함께 인쇄합니다.
# cldevice unmonitor -n schost2 /dev/did/rdsk/d1
# cldevice status -n schost2 /dev/did/rdsk/d1
Device Instance
--------------/dev/did/rdsk/d1

▼

Node
---schost-2

Status
-----Unmonitored

오류 디스크 경로를 인쇄하는 방법
클러스터의 오류 디스크 경로를 인쇄하려면 다음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1

임의의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클러스터에서 오류가 발생한 디스크 경로를 인쇄합니다.
# cldevice status -s fail

예 5–22

오류 디스크 경로 인쇄
다음 예에서는 전체 클러스터에서 오류가 발생한 디스크 경로를 인쇄합니다.
# cldevice status -s fail
Device Instance
--------------dev/did/dsk/d4

Node
---phys-schost-1

Status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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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경로 상태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다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DPM이 온라인 상태로 전환되면 오류가 있는 경로의
상태가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니터된 경로 오류로 인해 노드가 재부트됩니다.

■

모니터된 DID 경로 아래에 있는 장치는 재부트된 노드가 온라인 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모니터된 DID 장치를 부트 시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DID 인스턴스가 DID 드라이버로
업로드되지 않으므로 잘못된 디스크 경로 상태가 보고됩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면 DID
정보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

한 노드에서 전역 장치 이름 공간을 업데이트합니다.
# cldevice populate

2

각 노드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명령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명령이 하나의 노드에서 실행되더라도 모든 노드에서 원격으로 실행됩니다. 명령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판별하려면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ps -ef | grep cldevice populate

3

DPM 폴링 시간 프레임 내에서 오류가 있는 디스크 경로 상태가 이제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 cldevice status disk-device
Device Instance
--------------dev/did/dsk/dN

▼

Node
---phys-schost-1

Status
-----Ok

파일의 디스크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파일의 디스크 경로를 모니터링 또는 모니터링 해제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파일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구성을 변경하려면 맨 먼저 현재 구성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
내보내기 작업에서는 변경할 구성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수정할 수 있는 XML 파일을
만듭니다. 이 절차의 지침은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114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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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치 구성을 XML 파일로 내보냅니다.
# cldevice export -o configurationfile

-o configurationfile
3

XML 파일의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구성 파일을 수정하여 장치 경로를 모니터합니다.
모니터할 장치 경로를 찾고 monitored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

4

장치 경로를 모니터합니다.
# cldevice monitor -i configurationfile

-i configurationfile
5

수정된 XML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제 장치 경로가 모니터되는지 확인합니다.
# cldevice status

예 5–23

파일을 사용한 디스크 경로 모니터
다음 예에서는 XML 파일을 사용하여 노드 phys-schost–2 및 장치 d3 사이의 장치 경로를
모니터합니다.
맨 처음 현재 클러스터 구성을 내보냅니다.
# cldevice export -o deviceconfig

deviceconfig XML 파일은 phys-schost–2와 d3 간의 경로가 현재 모니터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xml version="1.0"?>
<!DOCTYPE cluster SYSTEM "/usr/cluster/lib/xml/cluster.dtd">
<cluster name="brave_clus">
.
.
.
<deviceList readonly="true">
<device name="d3" ctd="c1t8d0">
<devicePath nodeRef="phys-schost-1" monitored="true"/>
<devicePath nodeRef="phys-schost-2" monitored="false"/>
</device>
</deviceList>
</cluster>

경로를 모니터하려면 다음과 같이 monitored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
<?xml version="1.0"?>
<!DOCTYPE cluster SYSTEM "/usr/cluster/lib/xml/cluster.dtd">
<cluster name="brave_clu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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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List readonly="true">
<device name="d3" ctd="c1t8d0">
<devicePath nodeRef="phys-schost-1" monitored="true"/>
<devicePath nodeRef="phys-schost-2" monitored="true"/>
</device>
</deviceList>
</cluster>

cldevice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읽고 모니터링을 설정합니다.
# cldevice monitor -i deviceconfig

cldevice 명령을 사용하여 장치가 지금 모니터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cldevice status
참조

클러스터 구성 내보내기 및 결과로 생성된 XML 파일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구성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uster(1CL) 및 clconfiguration(5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모니터링된 모든 공유 디스크 경로가 실패할 경우
노드의 자동 재부트를 활성화하는 방법
이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노드가 자동으로
재부트됩니다.
■
■

노드의 모니터링된 모든 디스크 경로가 실패합니다.
최소 하나의 디스크가 클러스터의 다른 노드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노드를 재부트하면 해당 노드에서 마스터되는 모든 자원 그룹 및 장치 그룹이 다른
노드에서 재시작됩니다.
노드가 자동으로 재부트된 후에도 노드의 모니터링된 모든 공유 디스크 경로에 계속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노드가 다시 자동으로 재부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드가
재부트된 후 디스크 경로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었다가 실패한 경우 노드가 다시
자동으로 재부트됩니다.
reboot_on_path_failure 등록 정보를 활성화하면 노드 재부트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때 로컬 디스크 경로의 상태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된 공유 디스크만
영향을 받습니다.
1

116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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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대해 모니터링된 모든 공유 디스크 경로가 실패할 경우 노드의
자동 재부트를 활성화합니다.
# clnode set -p reboot_on_path_failure=enabled +

▼

모니터링된 모든 공유 디스크 경로가 실패할 경우
노드의 자동 재부트를 비활성화하는 방법
이 기능을 비활성화한 경우 노드의 모니터링된 모든 공유 디스크 경로가 실패하면
노드가 자동으로 재부트되지 않습니다.

1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대해 모니터링된 모든 공유 디스크 경로가 실패할 경우 노드의
자동 재부트를 비활성화합니다.
# clnode set -p reboot_on_path_failure=disabled +

5장 • 전역 장치,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 및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관리

117

118

6

6 장

쿼럼 관리

이 장에서는 Oracle Solaris Cluster 및 Oracle Solaris Cluster 쿼럼 서버에서 쿼럼 장치를
관리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쿼럼 개념에 대한 정보는 Oracle Solaris Cluster
Concepts Guide의 “Quorum and Quorum Devices”를 참조하십시오.
■
■

119 페이지 “쿼럼 장치 관리”
140 페이지 “Oracle Solaris Cluster 쿼럼 서버 관리”

쿼럼 장치 관리
쿼럼 장치는 공유된 저장 장치 또는 쿼럼 서버로 2개 이상의 노드에서 공유되고 쿼럼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투표를 구성합니다. 이 절에서는 쿼럼 장치를 관리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clquorum 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쿼럼 장치 관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clsetup 대화식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일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이
절에서는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쿼럼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quorum(1CL) 및 clsetup(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쿼럼 장치로 작업할 때 다음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십시오.
■

모든 쿼럼 명령은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

모든 쿼럼 관련 clquorum 명령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면 클러스터 구성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럼 구성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위의 명령을 재실행하거나 clquorum reset 명령을 실행하여 쿼럼
구성을 재설정합니다.

■

클러스터의 고가용성을 위해, 쿼럼 장치에 의해 분배된 총 투표수가 노드에 의해
분배된 총 투표수보다 적은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쿼럼 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면 모든 노드가 작동하고 있더라도 노드가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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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쿼럼 장치로서 구성된 디스크를 Solaris ZFS 저장소 풀에 추가하지 마십시오.
구성된 쿼럼 장치를 Solaris ZFS 저장소 풀에 추가하면 디스크는 EFI 디스크로
레이블이 다시 지정되고 쿼럼 구성 정보가 손실되어 디스크는 클러스터에 더 이상의
쿼럼 투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단 디스크가 저장소 풀에 들어가면 해당 디스크를
쿼럼 장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디스크 구성을 취소하고 저장소 풀에 추가한
후 디스크를 쿼럼 장치로서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 – clsetup 명령은 다른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과의 대화식 인터페이스입니다.
clsetup을 실행하면 clquorum 명령과 같은 적절한 특정 명령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이러한 명령은 절차 끝의 예에 나와 있습니다.

쿼럼 구성을 보려면 clquorum show를 사용합니다. 클러스터에서 clquorum list 명령은
쿼럼 장치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clquorum status 명령은 상태 및 투표 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절에 있는 예에서는 대부분 세 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표 6–1

작업 목록: 쿼럼 관리

작업

지침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쿼럼 장치 추가

121 페이지 “쿼럼 장치 추가”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서 쿼럼 장치 제거(clquorum
생성)

129 페이지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서 마지막 쿼럼 장치
제거(clquorum 생성)

130 페이지 “클러스터에서 마지막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추가 및 제거 절차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서 쿼럼 장치 교체

132 페이지 “쿼럼 장치를 교체하는 방법”

추가 및 제거 절차를 사용하여 쿼럼 장치 132 페이지 “쿼럼 장치 노드 목록을 수정하는 방법”
목록 수정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clquorum
생성)

135 페이지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

유지 보수 상태에 있으면 쿼럼 장치가
쿼럼을 구성하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쿼럼
구성을 기본 상태로 재설정(clquorum
생성)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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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작업 목록: 쿼럼 관리

(계속)

작업

지침

clquorum 명령을 사용하여 쿼럼 장치 및
투표 수 나열

137 페이지 “쿼럼 구성을 나열하는 방법”

쿼럼 장치 동적 재구성
클러스터의 쿼럼 장치에서 동적 재구성(Dynamic Reconfiguration, DR) 작업을 완료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

Oracle Solaris DR 기능에 대해 문서화된 요구 사항, 절차 및 제한은 운영 체제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Oracle Solaris Cluster DR 지원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서 DR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Oracle
Solaris DR 기능에 대한 설명서를 검토하십시오. 특히 DR 연결 종료 작업 중에
비네트워크 IO 장치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Oracle Solaris Cluster에서는 쿼럼 장치를 위해 구성된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보드 제거
DR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

DR 작업이 현재 작동하는 장치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Oracle Solaris Cluster가 작업을
거부하고 작업의 영향을 받는 장치를 확인합니다.

쿼럼 장치를 제거하려면 표시된 순서대로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표 6–2

작업 맵: 쿼럼 장치 동적 재구성

작업

지침

1. 제거되는 쿼럼 장치를 교체할 새 쿼럼
장치 활성화

121 페이지 “쿼럼 장치 추가”

2. 제거할 쿼럼 장치 비활성화

129 페이지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3. 제거되는 장치에 대하여 DR 제거 작업
수행

쿼럼 장치 추가
이 절에서는 쿼럼 장치를 추가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새 쿼럼 장치를 추가하기 전에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가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쿼럼 투표 수
결정, 권장되는 쿼럼 구성 및 실패 보호에 대한 정보는 Oracle Solaris Cluster Concepts
Guide의 “Quorum and Quorum Device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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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현재 쿼럼 장치로서 구성된 디스크를 Solaris ZFS 저장소 풀에 추가하지 마십시오.
구성된 쿼럼 장치를 Solaris ZFS 저장소 풀에 추가하면 디스크는 EFI 디스크로 레이블이
다시 지정되고 쿼럼 구성 정보가 손실되어 디스크는 클러스터에 더 이상의 쿼럼 투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단 디스크가 저장소 풀에 들어가면 해당 디스크를 쿼럼 장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구성을 취소하고 저장소 풀에 추가한 후 디스크를 쿼럼
장치로 다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는 SCSI, Network Appliance(NetApp) NAS 및
■

다음 위치의 공유 LUN:
■
■
■

■

공유 SCSI 디스크
SATA(Serial Attached Technology Attachment) 저장소
Oracle의 Sun ZFS 저장소 어플라이언스

Oracle Solaris Cluster 쿼럼 서버

이 장치를 추가하는 절차는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
■

123 페이지 “공유 디스크 쿼럼 장치를 추가하는 방법”
125 페이지 “쿼럼 서버 쿼럼 장치를 추가하는 방법”

주 – 복제된 디스크를 쿼럼 장치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복제된 디스크를 쿼럼 장치로

추가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 메시지가 수신되고 명령이 오류 코드로 종료됩니다.
Disk-name is a replicated device. Replicated devices cannot be configured as
quorum devices.

공유 디스크 쿼럼 장치는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연결된 모든
저장 장치입니다. 공유 디스크는 클러스터의 두 개 이상 노드에 연결됩니다.
보호(fencing)를 설정하면 SCSI-2 또는 SCSI-3(기본값은 SCSI-2임)을 사용하는 쿼럼
장치로 이중 포트 디스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호(fencing)가 설정되고 공유 장치가
세 개 이상의 노드에 연결되어 있으면 SCSI-3 프로토콜(세 개 이상의 노드에 대한 기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쿼럼 장치로 공유 디스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CSI 대체
플래그를 사용하여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가 이중 포트 공유 디스크에 대해
SCSI-3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유 디스크에 대해 보호(fencing)를 해제하면 소프트웨어 쿼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쿼럼 장치로 디스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스크에서 SCSI-2 또는 SCSI-3
프로토콜을 지원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쿼럼은 Oracle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로, SCSI PGR(Persistent Group Reservations)의 형식을
에뮬레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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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SCSI를 지원하지 않는 디스크(예: SATA)를 사용하는 경우 SCSI 보호(fencing)를

해제해야 합니다.
쿼럼 장치에 대해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하거나 장치 그룹에 속해 있는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uster show 명령의 출력에서 공유 디스크에 대한 access-mode 값을
확인하여 공유 디스크가 있는 쿼럼 부속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확인합니다.
다음 절차에서 사용되는 명령에 대한 내용은 clsetup(1CL) 및 clquorum(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공유 디스크 쿼럼 장치를 추가하는 방법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는 공유 디스크(SCSI 및 SATA 모두) 장치를 쿼럼 장치로
지원합니다. SATA 장치는 SCSI 예약을 지원하지 않으며, SCSI 예약 보호(fencing)
플래그를 사용 불가하게 하고 소프트웨어 쿼럼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러한 디스크를
쿼럼 장치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려면 노드에서 공유되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해당 장치 ID(Device ID,
DID)로 식별합니다. cldevice show 명령을 사용하여 DID 이름 목록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device(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 쿼럼 장치를 추가하기
전에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가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SCSI 또는 SATA 장치를 구성하려면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1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 clsetup

clsetup 주 메뉴가 표시됩니다.
3

쿼럼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쿼럼 메뉴가 표시됩니다.

4

쿼럼 장치를 추가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한 다음, clsetup 유틸리티에서 쿼럼 장치
추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yes를 입력합니다.
clsetup 유틸리티에서 추가할 쿼럼 장치 유형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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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 디스크 쿼럼 장치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clsetup 유틸리티에서 사용할 전역 장치를 묻습니다.

6

사용 중인 전역 장치를 입력합니다.
clsetup 유틸리티에서 새 쿼럼 장치를 지정된 전역 장치에 추가할 것을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7

계속해서 새 쿼럼 장치를 추가하려면 yes를 입력합니다.
새 쿼럼 장치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clsetup 유틸리티에서 추가된 장치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8

쿼럼 장치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lquorum list -v

예 6–1

공유 디스크 쿼럼 장치 추가
다음 예에서는 공유 디스크 쿼럼 장치를 추가할 때 clsetup에 의해 생성되는 clquorum
명령과 확인 단계를 보여 줍니다.

Become superuser or assume a role that provides solaris.cluster.modify RBAC authorization on any
cluster node.
[Start the clsetup utility:]
# clsetup
[Select Quorum>Add a quorum device]
[Answer the questions when prompted.]
[You will need the following information.]
[Information:
Example:]
[Directly attached shared disk
shared_disk]
[Global device
d20]
[Verify that the clquorum command was completed successfully:]
clquorum add d20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Quit the clsetup Quorum Menu and Main Menu.]
[Verify that the quorum device is added:]
# clquorum list -v
Quorum
------d20
scphyshost-1
scphyshost-2

Type
---shared_disk
node
node

▼ Sun ZFS 저장소 어플라이언스 NAS 쿼럼 장치를 추가하는 방법
새 쿼럼 장치를 추가하기 전에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가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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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iSCSI 장치 설치에 대한 지침은 Sun ZFS 저장소 어플라이언스와 함께 제공된 설치 설명서
또는 어플라이언스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2

각 클러스터 노드에서 iSCSI LUN을 검색하고 정적 구성에 대한 iSCSI 액세스 목록을
설정합니다.
# iscsiadm modify discovery -s enable
# iscsiadm list discovery
Discovery:
Static: enabled
Send Targets: disabled
iSNS: disabled
# iscsiadm add static-config iqn.LUNName,IPAddress_of_NASDevice
# devfsadm -i iscsi
# cldevice refresh

3

하나의 클러스터 노드에서 iSCSI LUN용 DID를 구성합니다.
# /usr/cluster/bin/cldevice populate

4

방금 iSCSI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로 구성한 NAS 장치 LUN을 나타내는 DID 장치를
식별합니다.
cldevice show 명령을 사용하여 DID 이름 목록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device(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6

clquorum 명령을 사용하여 단계 4에서 식별된 DID 장치를 사용하는 NAS 장치를 쿼럼
장치로 추가합니다.
# clquorum add d20

클러스터에는 scsi-2, scsi-3 또는 소프트웨어 쿼럼 프로토콜 중 사용할 프로토콜을
결정하는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quorum(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쿼럼 서버 쿼럼 장치를 추가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Oracle Solaris Cluster 쿼럼 서버를 쿼럼 장치로 추가하려면 먼저 Oracle Solaris Cluster 쿼럼
서버 소프트웨어를 호스트 시스템에 설치하고 쿼럼 서버를 시작하여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쿼럼 서버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Oracle Solaris Cluster 쿼럼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6장 • 쿼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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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모든 Oracle Solaris Cluster 노드가 온라인 상태이고 Oracle Solaris Cluster 쿼럼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a. 클러스터 노드와 바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

이 스위치는 RSTP(Rapid Spanning Tree Protocol)를 지원합니다.
스위치에 고속 포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중 하나는 클러스터 노드와 쿼럼 서버 사이의 즉각적인 통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스위치에 의해 이 통신이 두드러지게 지연되는 경우 클러스터는 이러한
통신 장애를 쿼럼장치의 손실로 해석합니다.
b. 공용 네트워크가 CIDR(Classless Inter-Domain Routing)이라고도 하는 가변 길이 서브넷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각 노드에서 다음 파일을 수정합니다.
RFC 791에 정의된 Classful 서브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i. 클러스터가 사용하는 각 공용 서브넷의 항목을 /etc/inet/netmasks 파일에
추가합니다.
다음은 공용 네트워크 IP 주소 및 넷마스크를 포함하는 항목의 예입니다.
10.11.30.0

255.255.255.0

ii. 각 /etc/hostname.adapter 파일의 호스트 이름 항목에 netmask + broadcast +를
추가합니다.
nodename netmask + broadcast +

c.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etc/inet/hosts 파일 또는 /etc/inet/ipnodes 파일에 쿼럼
서버 호스트 이름을 추가합니다.
다음과 같이 호스트 이름 대 주소 매핑을 파일에 추가합니다.
ipaddress qsho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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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름 지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쿼럼 서버 호스트의 이름 대 주소 매핑을 이름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합니다.
3

clsetup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 clsetup

clsetup 주 메뉴가 표시됩니다.
4

쿼럼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쿼럼 메뉴가 표시됩니다.

5

쿼럼 장치를 추가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쿼럼 장치 추가를 확인하기 위해 yes를 입력합니다.
clsetup 유틸리티에서 추가할 쿼럼 장치 유형을 묻습니다.

6

quorum-server 쿼럼 장치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quorum-server 쿼럼
장치 추가를 확인하기 위해 yes를 입력합니다.
clsetup 유틸리티에서 새 쿼럼 장치의 이름을 입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7

추가할 쿼럼 장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임의로 선택한 이름을 쿼럼 장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이후의 관리
명령을 처리할 때만 사용됩니다.
clsetup 유틸리티에서 쿼럼 서버 호스트의 이름을 입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8

쿼럼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네트워크에서 쿼럼 서버가 실행되는 시스템의 IP 주소 또는 시스템에 있는
시스템의 호스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호스트의 IPv4 또는 IPv6 구성에 따라, 시스템의 IP 주소를 /etc/hosts 파일,
/etc/inet/ipnodes 파일 또는 두 파일 모두에 지정해야 합니다.
주 – 지정하는 시스템은 모든 클러스터 노드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고 쿼럼 서버를

실행해야 합니다.
clsetup 유틸리티에서 쿼럼 서버의 포트 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9

10

클러스터 노드와 통신할 수 있도록 쿼럼 서버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clsetup 유틸리티에서 새 쿼럼 장치를 추가할 것을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새 쿼럼 장치를 추가하려면 yes를 입력합니다.
새 쿼럼 장치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clsetup 유틸리티에서 추가된 장치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6장 • 쿼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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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쿼럼 장치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lquorum list -v

예 6–2

쿼럼 서버 쿼럼 장치 추가
다음 예에서는 쿼럼 서버 쿼럼 장치를 추가할 때 clsetup에 의해 생성되는 clquorum
명령을 보여 줍니다. 이 예는 확인 단계도 나타냅니다.

Become superuser or assume a role that provides solaris.cluster.modify RBAC authorization on any
cluster node.
[Start the clsetup utility:]
# clsetup
[Select Quorum > Add a quorum device]
[Answer the questions when prompted.]
[You will need the following information.]
[Information:
Example:]
[Quorum Device
quorum_server quorum device]
[Name:
qd1]
[Host Machine Name:
10.11.124.84]
[Port Number:
9001]
[Verify that the clquorum command was completed successfully:]
clquorum add -t quorum_server -p qshost=10.11.124.84 -p port=9001 qd1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Quit the clsetup Quorum Menu and Main Menu.]
[Verify that the quorum device is added:]
# clquorum list -v
Quorum
------qd1
scphyshost-1
scphyshost-2

Type
---quorum_server
node
node

# clquorum status
=== Cluster Quorum ===
-- Quorum Votes Summary -Needed
-----3

Present
------5

Possible
-------5

-- Quorum Votes by Node -Node Name
--------phys-schost-1
phys-schost-2

Present
------1
1

Possible Status
-------- -----1
Online
1
Online

-- Quorum Votes by Device -Devic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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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1
d3s2
d4s2

------1
1
1

-------1
1
1

-----Online
Online
Online

쿼럼 장치 제거 또는 교체
이 절에서는 쿼럼 장치를 제거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

129 페이지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130 페이지 “클러스터에서 마지막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132 페이지 “쿼럼 장치를 교체하는 방법”

▼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쿼럼 장치를 제거하면 더 이상 쿼럼을 구성하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노드
클러스터에도 하나 이상의 쿼럼 장치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클러스터에 있는 마지막
쿼럼 장치의 경우 clquorum(1CL) 명령을 실행해도 구성에서 장치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 해당 노드에 연결된 모든 쿼럼 장치를 제거합니다.
주 – 제거할 장치가 클러스터에 있는 마지막 쿼럼 장치인 경우 130 페이지 “클러스터에서
마지막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의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제거할 쿼럼 장치를 결정합니다.
# clquorum list -v

3

clsetup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 clsetup

주 메뉴가 표시됩니다.
4

쿼럼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6장 • 쿼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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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제거 프로세스 동안 표시되는 질문에 응답하십시오.

6

clsetup을 종료합니다.

7

쿼럼 장치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lquorum list -v

예 6–3

쿼럼 장치 제거
이 예는 두 개 이상의 쿼럼 장치가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Become superuser or assume a role that provides solaris.cluster.modify RBAC
authorization on any cluster node.
[Determine the quorum device to be removed:]
# clquorum list -v
[Start the clsetup utility:]
# clsetup
[Select Quorum>Remove a quorum device]
[Answer the questions when prompted.]
Quit the clsetup Quorum Menu and Main Menu.]
[Verify that the quorum device is removed:]
# clquorum list -v
Quorum
------scphyshost-1
scphyshost-2
scphyshost-3

일반 오류

Type
---node
node
node

쿼럼 서버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동안 클러스터와 쿼럼 서버 호스트 간의 통신이
끊어지는 경우 쿼럼 서버 호스트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구성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를 수행하는 지침은 143 페이지 “오래된 쿼럼 서버 클러스터 정보 정리”를
참조하십시오.

▼ 클러스터에서 마지막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clquorum force 옵션 -F를 사용하여 2 노드 클러스터의 마지막 쿼럼
장치를 제거합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실패한 장치를 제거한 다음 교체용 쿼럼 장치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장치가 2 노드 클러스터의 마지막 쿼럼 장치가 아닌 경우 129 페이지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쿼럼 장치를 추가하려면 오류가 발생한 쿼럼 장치에 접근하는 노드 재구성이 필요하며
시스템이 패닉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Force 옵션을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패닉 상태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류가 발생한 쿼럼 장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clquorum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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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구성에서 장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quorum(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실패한 쿼럼 장치를 제거한 후 clquorum add 명령을 사용하여 새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21 페이지 “쿼럼 장치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clquorum 명령을 사용하여 쿼럼 장치를 제거합니다.
쿼럼 장치가 실패한 경우 -F(Force) 옵션을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한 장치를 제거합니다.
# clquorum remove -F qd1
주 – 제거할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한 다음 clquorum remove quorum 명령을

사용하여 쿼럼 장치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clsetup 클러스터 관리 메뉴 옵션은
클러스터가 설치 모드에 있는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9 페이지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 및 clsetup(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쿼럼 장치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lquorum list -v

예 6–4

마지막 쿼럼 장치 제거
이 예에서는 클러스터를 유지 보수 모드로 전환하고 클러스터 구성에서 마지막 남은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Become superuser or assume a role that provides solaris.cluster.modify RBAC authorization on any
cluster node.]
[Place the cluster in install mode:]
# cluster set -p installmode=enabled
[Remove the quorum device:]
# clquorum remove d3
[Verify that the quorum device has been removed:]
# clquorum list -v
Quorum
Type
---------scphyshost-1
node
scphyshost-2
node
scphyshost-3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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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럼 장치를 교체하는 방법
이 절차를 사용하여 기존의 쿼럼 장치를 다른 쿼럼 장치로 교체합니다. 쿼럼 장치는 NAS
장치를 다른 NAS 장치로 교체하는 것처럼 유사한 장치 유형으로 교체하거나, NAS
장치를 공유 디스크로 교체하는 것처럼 다른 장치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새 쿼럼 장치를 구성합니다.
이전 장치를 대신하도록 하려면 먼저 구성에 새 쿼럼 장치를 추가해야 합니다. 새 쿼럼
장치를 클러스터에 추가하려면 121 페이지 “쿼럼 장치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2

교체할 쿼럼 장치를 제거합니다.
구성에서 기존 쿼럼 장치를 제거하려면 129 페이지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3

쿼럼 장치가 오류가 있는 디스크인 경우에는 디스크를 교체합니다.
디스크 외장 장치는 하드웨어 설명서의 하드웨어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도 참조하십시오.

쿼럼 장치 유지 보수
이 절에서는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
■
■
■

132 페이지 “쿼럼 장치 노드 목록을 수정하는 방법”
135 페이지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
136 페이지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하는 방법”
137 페이지 “쿼럼 구성을 나열하는 방법”
138 페이지 “쿼럼 장치를 복구하는 방법”
139 페이지 “쿼럼의 기본 시간 초과 변경”

▼ 쿼럼 장치 노드 목록을 수정하는 방법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기존 쿼럼 장치의 노드 목록에 노드를 추가하거나
목록에서 노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쿼럼 장치의 노드 목록을 변경하려면 쿼럼 장치를
제거하고 제거한 쿼럼 장치에 대한 노드의 물리적 연결을 수정한 후에 쿼럼 장치를 다시
클러스터 구성에 추가해야 합니다. 쿼럼 장치를 추가하면 clquorum 명령이 디스크에
연결된 모든 노드에 대해 노드-디스크 경로를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quorum(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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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변경하는 쿼럼 장치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 clquorum list -v

3

clsetup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 clsetup

주 메뉴가 표시됩니다.
4

쿼럼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쿼럼 메뉴가 표시됩니다.

5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지침을 따릅니다. 제거할 디스크의 이름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쿼럼 장치에 대한 노드 연결을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7

쿼럼 장치를 추가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지침을 따릅니다. 쿼럼 장치로 사용할 디스크의 이름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8

쿼럼 장치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lquorum list -v

예 6–5

쿼럼 장치 노드 목록 수정
다음 예에서는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쿼럼 장치 노드 목록에 노드를 추가하거나
목록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예에서 쿼럼 장치 이름은 d2이고,
절차가 완료되면 쿼럼 장치 노드 목록에 다른 노드가 추가됩니다.
[Become superuser or assume a role that provides solaris.cluster.modify RBAC
authorization on any node in the cluster.]
[Determine the quorum device name:]
# clquorum list -v
Quorum
Type
----------d2
shared_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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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hys-schost-1
sc-phys-schost-2
sc-phys-schost-3

node
node
node

[Start the clsetup utility:]
# clsetup
[Type the number that corresponds with the quorum option.]
.
[Type the number that corresponds with the option to remove a quorum device.]
.
[Answer the questions when prompted.]
[You will need the following information:]
Information:
Quorum Device Name:

Example:
d2

[Verify that the clquorum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clquorum remove d2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Verify that the quorum device was removed.]
# clquorum list -v
Quorum
Type
----------sc-phys-schost-1 node
sc-phys-schost-2 node
sc-phys-schost-3 node
[Type the number that corresponds with the Quorum option.]
.
[Type the number that corresponds with the option to add a quorum device.]
.
[Answer the questions when prompted.]
[You will need the following information:]
Information
quorum device name

Example:
d2

[Verify that the clquorum command was completed successfully:]
clquorum add d2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Quit the clsetup utility.
[Verify that the correct nodes have paths to the quorum device.
In this example, note that phys-schost-3 has been added to the
enabled hosts list.]
# clquorum show d2 | grep Hosts
=== Quorum Devices ===
Quorum Device Name:
Hosts (enabled):

d2
phys-schost-1, phys-schost-2, phys-schost-3

[Verify that the modified quorum device is online.]
# clquorum status d2
=== Cluster Quo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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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rum Votes by Device --Device Name
----------d2

Present
------1

Possible
-------1

Status
-----Online

▼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
clquorum 명령을 사용하여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quorum(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clsetup 유틸리티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쿼럼 장치를 서비스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 상태로
만드십시오. 이 방법으로 쿼럼 장치의 쿼럼 투표 수는 0으로 설정되며 해당 장치가
서비스되는 중에는 쿼럼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쿼럼 장치의 구성 정보는 유지 보수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보존됩니다.
주 – 두 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에도 하나 이상의 쿼럼 장치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할 장치가 2 노드 클러스터의 마지막 쿼럼 장치인 경우에는
clquorum을 실행해도 장치가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클러스터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려면 189 페이지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 상태로 만듭니다.
# clquorum disable device

device
3

변경할 디스크 장치의 DID 이름을 지정합니다(예: d4).

쿼럼 장치가 현재 유지 보수 상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지 보수 상태로 만든 장치의 출력은 쿼럼 장치 투표가 0이 되어야 합니다.
# clquorum status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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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6–6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 상태로 만들기
다음 예는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 상태로 만들고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clquorum disable d20
# clquorum status d20
=== Cluster Quorum ===
--- Quorum Votes by Device --Device Name
----------d20

참조

Present
------1

Possible
-------1

Status
-----Offline

쿼럼 장치를 다시 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136 페이지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려면 189 페이지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하는 방법
쿼럼 장치가 유지 보수 상태에 있고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하여 쿼럼 투표
수를 기본값으로 재설정하려는 경우에 이 절차를 실행합니다.
주의 – globaldev 또는 node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쿼럼 계수가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
재설정됩니다.

쿼럼 장치를 구성할 때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는 N-1의 투표 수를 쿼럼 장치에
할당합니다. 여기서 N은 쿼럼 장치에 연결된 투표 수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 수가 0이
아닌 두 노드에 연결된 쿼럼 장치의 쿼럼 수는 1입니다(2 - 1).
■

클러스터 노드와 관련 쿼럼 장치를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하려면 191 페이지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쿼럼 투표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Concepts Guide의 “About
Quorum Vote Counts”를 참조하십시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136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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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쿼럼 계수를 다시 설정합니다.
# clquorum enable device

device

재설정할 쿼럼 장치의 DID 이름을 지정합니다(예: d4).

3

노드가 유지 보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쿼럼 계수를 초기화하려면 노드를 재부트합니다.

4

쿼럼 투표 수를 확인하십시오.
# clquorum show +

예 6–7

쿼럼 투표 수 재설정(쿼럼 장치)
다음 예에서는 쿼럼 장치에 대한 쿼럼 수를 다시 기본값으로 초기화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 clquorum enable d20
# clquorum show +
=== Cluster Nodes ===
Node Name:
Node ID:
Quorum Vote Count:
Reservation Key:

phys-schost-2
1
1
0x43BAC41300000001

Node Name:
Node ID:
Quorum Vote Count:
Reservation Key:

phys-schost-3
2
1
0x43BAC41300000002

=== Quorum Devices ===
Quorum Device Name:
Enabled:
Votes:
Global Name:
Type:
Access Mode:
Hosts (enabled):

d3
yes
1
/dev/did/rdsk/d20s2
shared_disk
scsi3
phys-schost-2, phys-schost-3

▼ 쿼럼 구성을 나열하는 방법
쿼럼 구성을 표시하기 위해 수퍼유저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solaris.cluster.read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은 모두 가능합니다.

6장 • 쿼럼 관리

137

쿼럼 장치 관리

주 – 쿼럼 장치에 대한 노드 연결 수를 늘리거나 줄일 경우 쿼럼 투표 수가 자동으로
재계산되지 않습니다. 모든 쿼럼 장치를 제거한 다음 다시 구성에 추가하면 올바른 쿼럼
투표 수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노드 클러스터의 경우 원래 쿼럼 장치를
제거했다가 다시 추가하기 전에 새 쿼럼 장치를 임시로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임시 쿼럼
장치를 제거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

clquorum 명령을 사용하여 쿼럼 구성을 나열합니다.
% clquorum show +

예 6–8

쿼럼 구성 표시
% clquorum show +
=== Cluster Nodes ===
Node Name:
Node ID:
Quorum Vote Count:
Reservation Key:

phys-schost-2
1
1
0x43BAC41300000001

Node Name:
Node ID:
Quorum Vote Count:
Reservation Key:

phys-schost-3
2
1
0x43BAC41300000002

=== Quorum Devices ===
Quorum Device Name:
Enabled:
Votes:
Global Name:
Type:
Access Mode:
Hosts (enabled):

d3
yes
1
/dev/did/rdsk/d20s2
shared_disk
scsi3
phys-schost-2, phys-schost-3

▼ 쿼럼 장치를 복구하는 방법
오작동하는 쿼럼 장치를 교체하려면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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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교체할 쿼럼 장치를 제거합니다.
주 – 제거할 장치가 마지막 쿼럼 장치인 경우 먼저 다른 디스크를 새 쿼럼 장치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를 수행하면 교체 절차 중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쿼럼
장치가 유효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쿼럼 장치를 추가하려면 121 페이지 “쿼럼
장치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쿼럼 장치로서 디스크 장치를 제거하려면 129 페이지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

디스크 장치를 교체합니다.
디스크 장치를 교체하려면 하드웨어 설명서에서 디스크 외장 장치에 대한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도 참조하십시오.

3

교체된 디스크를 새 쿼럼 장치로 추가합니다.
디스크를 새 쿼럼 장치로 추가하려면 121 페이지 “쿼럼 장치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주 – 단계 1에서 다른 쿼럼 장치를 추가한 경우 이제 제거해도 됩니다. 쿼럼 장치를
제거하려면 129 페이지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쿼럼의 기본 시간 초과 변경
클러스터 재구성 중 쿼럼 작업 완료에 대해 기본 25초의 시간 초과가 존재합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쿼럼 장치를 구성하는 방법”에 설명된 지침에
따라 쿼럼 시간 초과 값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초과 값을 높이는 대신 다른 쿼럼
장치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문제 해결 정보는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쿼럼 장치를
구성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 Oracle RAC(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s)의 경우 기본 쿼럼 시간 초과 25초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특정 정보 분리(split-brain) 시나리오에서는 시간 초과 기간이
길어지면 VIP 자원 시간이 초과되어 Oracle RAC VIP 페일오버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쿼럼 장치에서 기본 25초 시간 초과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쿼럼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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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Cluster 쿼럼 서버에서는 공유 저장 장치가 아닌 쿼럼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
절에서는 Oracle Solaris Cluster 쿼럼 서버를 관리하는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
■
■

140 페이지 “쿼럼 서버 소프트웨어 시작 및 중지”
140 페이지 “쿼럼 서버를 시작하는 방법”
141 페이지 “쿼럼 서버를 중지하는 방법”
142 페이지 “쿼럼 서버에 대한 정보 표시”
143 페이지 “오래된 쿼럼 서버 클러스터 정보 정리”

Oracle Solaris Cluster 쿼럼 서버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Oracle Solaris Cluster 쿼럼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쿼럼 서버 소프트웨어 시작 및 중지
이 절차에서는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고 중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쿼럼 서버 구성 파일 /etc/scqsd/scqsd.conf의 내용을 사용자 정의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 절차에서는 단일 기본 쿼럼 서버를 시작하고 중지합니다. 기본 쿼럼
서버는 포트 9000에 바인드되고 쿼럼 정보용으로 /var/scqsd 디렉토리를 사용합니다.
쿼럼 서버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Oracle Solaris Cluster 쿼럼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쿼럼 시간 초과 값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9 페이지 “쿼럼의 기본
시간 초과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쿼럼 서버를 시작하는 방법

1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려는 호스트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clquorumserver start 명령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시작합니다.
# /usr/cluster/bin/clquorumserver start quorumserver

quorumserver

쿼럼 서버를 식별합니다. 쿼럼 서버가 수신하는 포트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파일의 인스턴스 이름을 제공한 경우 해당 이름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쿼럼 서버를 시작하려면 인스턴스 이름 또는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여러 개의 쿼럼 서버를 구성한 경우 모든 쿼럼 서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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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려면 + 피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예 6–9

구성된 모든 쿼럼 서버 시작
다음 예에서는 구성된 모든 쿼럼 서버를 시작합니다.
# /usr/cluster/bin/clquorumserver start +

예 6–10

특정 쿼럼 서버 시작
다음 예에서는 포트 번호 2000에서 수신하는 쿼럼 서버를 시작합니다.
# /usr/cluster/bin/clquorumserver start 2000

▼

쿼럼 서버를 중지하는 방법

1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려는 호스트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clquorumserver stop 명령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중지합니다.
# /usr/cluster/bin/clquorumserver stop [-d] quorumserver

-d

다음에 시스템을 부트할 때 쿼럼 서버가 시작되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d 옵션을 지정하면 다음에 시스템을 부트할 때 쿼럼
서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quorumserver

쿼럼 서버를 식별합니다. 쿼럼 서버가 수신하는 포트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파일에서 인스턴스 이름을 제공한 경우 해당 이름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쿼럼 서버를 중지하려면 인스턴스 이름 또는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여러 개의 쿼럼 서버를 구성한 경우 모든 쿼럼 서버를
중지하려면 + 피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예 6–11

구성된 모든 쿼럼 서버 중지
다음 예에서는 구성된 모든 쿼럼 서버를 중지합니다.
# /usr/cluster/bin/clquorumserver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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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6–12

특정 쿼럼 서버 중지
다음 예에서는 포트 번호 2000에서 수신하는 쿼럼 서버를 중지합니다.
# /usr/cluster/bin/clquorumserver stop 2000

쿼럼 서버에 대한 정보 표시
쿼럼 서버에 대한 구성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쿼럼 장치로 쿼럼 서버를 구성한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 이 명령은 해당 클러스터 이름, 클러스터 ID, 예약 키 목록 및 등록 키
목록을 보여줍니다.

▼ 쿼럼 서버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1

쿼럼 서버 정보를 표시하려는 호스트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수퍼유저가 아닌 사용자는 solaris.cluster.read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ole-based
Access Control, RBAC) 인증이 필요합니다. RBAC 권한 프로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bac(5)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clquorumserver 명령을 사용하여 쿼럼 서버의 구성 정보를 표시합니다.
# /usr/cluster/bin/clquorumserver show quorumserver

quorumserver

예 6–13

하나 이상의 쿼럼 서버를 식별합니다. 인스턴스 이름 또는 포트
번호별로 쿼럼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쿼럼 서버에 대한 구성
정보를 표시하려면 + 피연산자를 사용합니다.

한 개의 쿼럼 서버 구성 표시
다음 예에서는 포트 9000을 사용하는 쿼럼 서버의 구성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명령은
쿼럼 서버가 쿼럼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정보에는 장치의 클러스터 이름 및 ID와 예약 및 예약 키 목록이 포함됩니다.
다음 예에서는 클러스터 bastille의 ID가 1, 2, 3 및 4인 노드가 쿼럼 서버에 해당 키를
등록했습니다. 또한 노드 4에는 쿼럼 장치 예약이 있으므로 해당 키가 예약 목록에
표시됩니다.
# /usr/cluster/bin/clquorumserver show 9000
=== Quorum Server on port 9000 ===
--- Cluster bastille (id 0x439A2EFB) Reservation --Node ID:
Reservation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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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 bastille (id 0x439A2EFB) Registrations ---

예 6–14

Node ID:
Registration key:

1
0x439a2efb00000001

Node ID:
Registration key:

2
0x439a2efb00000002

Node ID:
Registration key:

3
0x439a2efb00000003

Node ID:
Registration key:

4
0x439a2efb00000004

여러 개의 쿼럼 서버 구성 표시
다음 예에서는 3개의 쿼럼 서버 qs1, qs2 및 qs3의 구성 정보를 표시합니다.
# /usr/cluster/bin/clquorumserver show qs1 qs2 qs3

예 6–15

실행 중인 모든 쿼럼 서버 구성 표시
다음 예에서는 실행 중인 모든 쿼럼 서버의 구성 정보를 표시합니다.
# /usr/cluster/bin/clquorumserver show +

오래된 쿼럼 서버 클러스터 정보 정리
유형이 quorumserver인 쿼럼 장치를 제거하려면 How to Remove a Quorum Device에서
설명한 대로 129 페이지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명령을 사용합니다. 일반 작업 시
이 명령은 쿼럼 서버 호스트에 대한 쿼럼 서버 정보도 제거합니다. 하지만 클러스터에서
쿼럼 서버 호스트와의 통신이 끊긴 경우 쿼럼 장치를 제거하면 이 정보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쿼럼 서버 클러스터 정보는 다음 환경에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

clquorum remove 명령을 사용하여 먼저 클러스터 쿼럼 장치를 제거하지 않고
클러스터의 서비스를 해제한 경우

■

쿼럼 서버 호스트가 중지된 동안 클러스터에서 quorum_server 유형의 쿼럼 장치를
제거한 경우

주의 – 유형이 quorumserver인 쿼럼 장치를 클러스터에서 아직 제거하지 않은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하여 유효한 쿼럼 서버를 정리하면 클러스터 쿼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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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럼 서버 구성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129 페이지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에서 설명한 대로 클러스터에서 쿼럼 서버 쿼럼
장치를 제거합니다.
주의 – 클러스터에서 이 쿼럼 서버를 계속 사용 중인 경우 이 절차를 수행하면 클러스터
쿼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1

쿼럼 서버 호스트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clquorumserver clear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파일을 정리합니다.
# clquorumserver clear -c clustername -I clusterID quorumserver [-y]

-c clustername

이전에 쿼럼 서버를 쿼럼 장치로 사용한 클러스터 이름입니다.
클러스터 노드에서 cluster show를 실행하여 클러스터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I clusterID

클러스터 ID입니다.
클러스터 ID는 8자리의 16진수입니다. 클러스터 노드에서 cluster
show를 실행하여 클러스터 ID를 얻을 수 있습니다.

quorumserver

하나 이상의 쿼럼 서버에 대한 식별자입니다.
쿼럼 서버는 포트 이름 또는 인스턴스 이름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포트 번호는 쿼럼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 클러스터 노드에서 사용되며
인스턴스 이름은 쿼럼 서버 구성 파일 /etc/scqsd/scqsd.conf에
지정됩니다.

-y

clquorumserver clear 명령을 강제로 실행하여 확인 메시지를 먼저
표시하지 않고 구성 파일에서 클러스터 정보를 정리합니다.
오래된 클러스터 정보를 쿼럼 서버에서 제거하려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3

예 6–16

(옵션) 기타 쿼럼 장치가 이 서버 인스턴스에서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쿼럼 서버를
중지합니다.

쿼럼 서버 구성에서 오래된 클러스터 정보 정리
이 예에서는 포트 9000을 사용하는 쿼럼 서버에서 이름이 sc-cluster로 지정된 클러스터
정보를 제거합니다.
# clquorumserver clear -c sc-cluster -I 0x4308D2CF 9000
The quorum server to be unconfigured must have been removed from the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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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nfiguring a valid quorum server could compromise the cluster quorum. Do you
want to continue? (yes or no)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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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상호 연결 및 공용 네트워크 관리

이 장에서는 Oracle Solaris Cluster 상호 연결 및 공용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절차를 설명합니다.
클러스터 상호 연결 및 공용 네트워크 관리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절차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를 처음 설치하고 구성할 때 Internet Protocol(IP)
Network Multipathing 그룹을 포함하여 클러스터 상호 연결과 공용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Multipathing은 Oracle Solaris 11 OS와 함께 자동으로 설치되며 사용하려면
활성화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상호 연결 네트워크 구성을 나중에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이 장에 있는 소프트웨어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에서 IP Network
Multipathing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161 페이지 “공용 네트워크 관리” 절을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다음의 항목에 대한 정보 및 절차를 설명합니다.
■
■

147 페이지 “클러스터 상호 연결 관리”
161 페이지 “공용 네트워크 관리”

이 장에 있는 관련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7–1 및 표 7–3을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상호 연결 및 공용 네트워크에 대한 배경 및 개요 정보는 Oracle Solaris Cluster
Concepts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상호 연결 관리
이 절에서는 클러스터 전송 어댑터 및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과 같은 클러스터 상호
연결을 재구성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상호 연결에 대한 클러스터
전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setup(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클러스터 상호 연결 명령은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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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소프트웨어의 설치 절차는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하드웨어 구성 요소의 서비스 절차는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을 참조하십시오.
주 – 기본 포트 이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상호 연결 절차에서 기본

포트 이름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포트 이름은 케이블 끝에 있는
어댑터를 호스트하는 내부 노드 ID 번호와 동일합니다.
표 7–1

작업 목록: 클러스터 상호 연결 관리

작업

지침

clsetup(1CL)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전송 관리

20 페이지 “클러스터 구성 유틸리티에 액세스하는 방법”

clinterconnect status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상호 연결 상태 확인

149 페이지 “클러스터 상호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clsetup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 전송 어댑터 또는 스위치 추가

150 페이지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 전송 어댑터 또는 전송
스위치 추가 방법”

clsetup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 전송 어댑터 또는 전송 스위치
제거

152 페이지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 전송 어댑터 및 전송
스위치를 제거하는 방법”

clsetup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을 사용 가능하게 설정

155 페이지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을 활성화하는 방법”

clsetup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을 사용 불가하게 설정

156 페이지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을 비활성화하는 방법”

전송 어댑터의 인스턴스 번호 결정

158 페이지 “전송 어댑터의 인스턴스 번호를 결정하는 방법”

IP 주소 또는 기존 클러스터의 주소 범위 158 페이지 “기존 클러스터의 개인 네트워크 주소 또는 주소
변경
범위를 변경하는 방법”

클러스터 상호 연결 동적 재구성
클러스터 상호 연결에서 동적 재구성(Dynamic Reconfiguration, DR) 작업을 완료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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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Solaris DR 기능에 대해 문서화된 요구 사항, 절차 및 제한은 운영 체제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Oracle Solaris Cluster DR 지원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서 DR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Oracle
Solaris DR 기능에 대한 설명서를 검토하십시오. 특히 DR 연결 종료 작업 중에
비네트워크 IO 장치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서는 현재 작동하는 개인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에서 수행되는 보드 제거 DR 작업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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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 클러스터 상호 연결에서 DR을 수행하려면 클러스터에서 활성 어댑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clsetup 메뉴 또는 적절한 명령을 사용합니다.

주의 –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서는 각 클러스터 노드에서 다른 모든 클러스터

노드에 대해 하나 이상의 경로가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클러스터 노드에 대한
마지막 경로를 지원하는 독립 상호 연결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하면 안됩니다.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DR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완료하십시오.
표 7–2

작업 맵: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동적 재구성

작업

지침

1. 현재 작동하는 상호 연결에서
인터페이스 비활성화 및 제거

162 페이지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동적 재구성”

2.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DR
작업 수행

▼

클러스터 상호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이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수퍼유저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1

클러스터 상호 연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clinterconnect status

2

일반적인 상태 메시지는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상태 메시지

설명 및 가능한 조치

Path online

경로가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Path waiting

경로가 현재 초기화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Faulted

경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로가 대기 상태와 온라인 상태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일시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clinterconnect status 명령을
다시 실행해도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교정 조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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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7–1

클러스터 상호 연결 상태 확인
다음은 작동하는 클러스터 상호 연결의 상태를 표시하는 예입니다.
% clinterconnect status
-- Cluster Transport Paths -Endpoint
-------Transport path: phys-schost-1:net0
Transport path: phys-schost-1:net4
Transport path: phys-schost-1:net0
Transport path: phys-schost-1:net4
Transport path: phys-schost-2:net0
Transport path: phys-schost-2:net4

▼

Endpoint
-------phys-schost-2:net0
phys-schost-2:net4
phys-schost-3:net0
phys-schost-3:net4
phys-schost-3:net0
phys-schost-3:net4

Status
-----Path online
Path online
Path online
Path online
Path online
Path online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 전송 어댑터 또는 전송
스위치 추가 방법
클러스터 개인 전송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의 “Interconnect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을 참조하십시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물리적인 전송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 설치 절차는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을 참조하십시오.

2

임의의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3

clsetup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 clsetup

주 메뉴가 표시됩니다.
4

클러스터 상호 연결 메뉴를 표시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5

전송 케이블을 추가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지시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6

노드에 전송 어댑터를 추가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지시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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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상호 연결에 다음 어댑터를 하나를 사용하려면 각 클러스터 노드에 있는
/etc/system 파일에 관련 항목을 추가합니다. 다음에 시스템을 재부트하면 이 항목이
적용됩니다.
어댑터

항목

nge

set nge:nge_taskq_disable=1

e1000g

set e1000g:e1000g_taskq_disable=1

7

전송 스위치를 추가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지시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8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 전송 어댑터 또는 전송 스위치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linterconnect show node:adapter,adapternode
# clinterconnect show node:adapter
# clinterconnect show node:switch

예 7–2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 전송 어댑터 또는 전송 스위치 추가
다음 예에서 clsetu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노드에 전송 케이블, 전송 어댑터 또는 전송
스위치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nsure that the physical cable is installed.]
[Start the clsetup utility:]
# clsetup
[Select Cluster interconnect]
[Select either Add a transport cable,
Add a transport adapter to a node,
or Add a transport switch.}
[Answer the questions when prompted.]
[You Will Need: ]
[Information:
Example:[
node names
phys-schost-1
adapter names
net5
switch names
hub2
transport type
dlpi
[Verify that the clinterconnect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Quit the clsetup Cluster Interconnect Menu and Main Menu.
[Verify that the cable, adapter, and switch are added:]
# clinterconnect show phys-schost-1:net5,hub2
===Transport Cables ===
Transport Cable:
phys-schost-1:net5@0,hub2
Endpoint1:
phys-schost-2:net4@0
Endpoint2:
hub2@2
State:
Enabled
# clinterconnect show phys-schost-1:net5
=== Transport Adepters for net5
Transport Ad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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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pa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Adapter

State:
Transport Type:
Property (device_name):
Property (device_instance):
Property (lazy_free):
Property (dlpi_heartbeat_timeout):
Property (dlpi_heartbeat_quantum):
Property (nw_bandwidth):
Property (bandwidth):
Property (ip_address):
Property (netmask):
Port Names:
Port STate (0):

Enabled
dlpi
net6
0
1
10000
1000
80
70
172.16.0.129
255.255.255.128
0
Enabled

# clinterconnect show phys-schost-1:hub2
=== Transport Switches ===
Transport Switch:
Switch State:
Switch Type:
Switch Port Names:
Switch Port State(1):
Switch Port State(2):
다음 순서

▼

hub2
Enabled
switch
1 2
Enabled
Enabled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의 상호 연결 상태를 확인하려면 149 페이지 “클러스터 상호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 전송 어댑터 및 전송
스위치를 제거하는 방법
다음 절차에 따라 노드 구성에서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 전송 어댑터, 전송 스위치를
제거합니다. 케이블이 비활성화되어도 케이블의 두 종점은 계속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댑터가 전송 케이블에서 종점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주의 – 각 클러스터 노드에서 다른 모든 클러스터 노드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전송 경로가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노드도 두 노드 사이가 끊어지면 안됩니다. 케이블을
비활성화하기 전에 항상 노드의 클러스터 상호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여분의
연결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케이블 연결을 사용 불가하게 합니다. 즉, 다른 연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드에서 작동하는 마지막 케이블까지
비활성화하면 노드가 클러스터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152

임의의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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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은 클러스터 전송 경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clinterconnect status
주의 – 2 노드 클러스터에서 노드 하나를 제거하려고 할 때 “path faulted”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지 조사한 후에 이 절차를 계속하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노드 경로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작동 경로를 제거하면 노드가
클러스터 구성원에서 제외되어 클러스터가 재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3

clsetup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 clsetup

주 메뉴가 표시됩니다.
4

클러스터 상호 연결 메뉴에 액세스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5

전송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지시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적용할 수 있는 노드 이름, 어댑터 이름 및
스위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6

전송 케이블을 제거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지시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적용할 수 있는 노드 이름, 어댑터 이름 및
스위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주 – 물리적인 케이블을 제거할 경우에는 포트와 대상 장치 사이의 케이블 연결을
끊으십시오.

7

노드에서 전송 어댑터를 제거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지시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적용할 수 있는 노드 이름, 어댑터 이름 및
스위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노드에서 물리적 어댑터를 제거하려는 경우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에서 하드웨어 서비스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8

전송 스위치를 제거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지시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적용할 수 있는 노드 이름, 어댑터 이름 및
스위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주 – 전송 케이블에서 포트를 종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스위치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9

케이블, 어댑터 또는 스위치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linterconnect show node:adapter,adapternode
# clinterconnect show node:adapter
# clinterconnect show node: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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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을 실행했을 때 해당 노드에서 제거된 전송 케이블이나 어댑터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예 7–3

전송 케이블, 전송 어댑터 또는 전송 스위치 제거
다음 예에서는 clsetup 명령을 사용하여 전송 케이블, 전송 어댑터 또는 전송 스위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Become superuser on any node in the cluster.]
[Start the utility:]
# clsetup
[Select Cluster interconnect.[
[Select either Remove a transport cable,
Remove a transport adapter to a node,
or Remove a transport switch.[
[Answer the questions when prompted.[
You Will Need:
Information
Example:
node names
phys-schost-1
adapter names
net0
switch names
hub1
[Verify that the clinterconnect
command was completed successfully:]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Quit the clsetup utility Cluster Interconnect Menu and Main Menu.]
[Verify that the cable, adapter, or switch is removed:]
# clinterconnect show phys-schost-1:net5,hub2@0
===Transport Cables ===
Transport Cable:
phys-schost-1:net5,hub2@0
Endpoint1:
phys-schost-1:net5
Endpoint2:
hub2@0
State:
Enabled
# clinterconnect show phys-schost-1:net5
=== Transport Adepters for net5
Transport Adapter:
Adapter State:
Adapter Transport Type:
Adapter Property (device_name):
Adapter Property (device_instance):
Adapter Property (lazy_free):
Adapter Property (dlpi_heartbeat_timeout):
Adpater Property (dlpi_heartbeat_quantum):
Adapter Property (nw_bandwidth):
Adapter Property (bandwidth):
Adapter Property (ip_address):
Adapter Property (netmask):
Adapter Port Names:
Adapter Port State (0):
# clinterconnect show hub2
=== Transport Switches ===
Transport Switch:
State:
Type:
Port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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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5
Enabled
dlpi
net6
0
1
10000
1000
80
70
172.16.0.129
255.255.255.128
0
Enabled

hub2
Enabled
switch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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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State(1):
Port State(2):

▼

Enabled
Enabled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을 활성화하는 방법
이 옵션은 기존의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임의의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clsetup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 clsetup

주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클러스터 상호 연결 메뉴에 액세스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4

전송 케이블을 활성화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화면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식별하려는 케이블 종점 중 하나의 노드와 어댑터 이름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5

케이블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linterconnect show node:adapter,adapternode

예 7–4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 활성화
이 예에서는 노드 phys-schost-2에 있는 어댑터 net0에서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Become superuser on any node.]
[
Start the clsetup utility:]
# clsetup
[Select Cluster interconnect>Enable a transport cable.[
[Answer the questions when prompted.[
[You will need the following information.[
You Will Need:
Information:
Example:
node names
phys-scho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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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er names
net0
switch names
hub1
[Verify that the scinterconnect
command was completed successfully:]
clinterconnect enable phys-schost-2:net0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Quit the clsetup Cluster Interconnect Menu and Main Menu.]
[
Verify that the cable is enabled:]
# clinterconnect show phys-schost-1:net5,hub2
Transport cable: phys-schost-2:net0@0 ethernet-1@2
Enabled
Transport cable: phys-schost-3:net5@1 ethernet-1@3
Enabled
Transport cable: phys-schost-1:net5@0 ethernet-1@1
Enabled

▼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을 비활성화하는 방법
클러스터 상호 연결 경로를 일시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종료는 클러스터 상호 연결 문제를
해결하거나 클러스터 상호 연결 하드웨어를 교체할 때 사용합니다.
케이블이 비활성화되어도 케이블의 두 종점은 계속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댑터가 전송
케이블에서 종점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주의 – 각 클러스터 노드에서 다른 모든 클러스터 노드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전송 경로가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노드도 두 노드 사이가 끊어지면 안됩니다. 케이블을
비활성화하기 전에 항상 노드의 클러스터 상호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여분의
연결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케이블 연결을 사용 불가하게 합니다. 즉, 다른 연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드에서 작동하는 마지막 케이블까지
비활성화하면 노드가 클러스터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임의의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케이블을 비활성화하기 전에 클러스터 상호 연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clinterconnec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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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2 노드 클러스터에서 노드 하나를 제거하려고 할 때 “path faulted”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지 조사한 후에 이 절차를 계속하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노드 경로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작동 경로를 제거하면 노드가
클러스터 구성원에서 제외되어 클러스터가 재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3

clsetup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 clsetup

주 메뉴가 표시됩니다.
4

클러스터 상호 연결 메뉴에 액세스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5

전송 케이블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지시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클러스터 상호 연결의 모든 구성 요소가
비활성화됩니다. 식별하려는 케이블 종점 중 하나의 노드와 어댑터 이름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6

케이블이 비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linterconnect show node:adapter,adapternode

예 7–5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
이 예에서는 노드 phys-schost-2에 있는 어댑터 net0에서 클러스터 전송 케이블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Become superuser on any node.]
[Start the clsetup utility:]
# clsetup
[Select Cluster interconnect>Disable a transport cable.]
[Answer the questions when prompted.]
[You will need the following information.]
[ You Will Need:]
Information:
Example:
node names
phys-schost-2
adapter names
net0
switch names
hub1
[Verify that the clinterconnect
command was completed successfully:]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Quit the clsetup Cluster Interconnect Menu and Main Menu.]
[Verify that the cable is disabled:]
# clinterconnect show -p phys-schost-1:net5,hub2
Transport cable: phys-schost-2:net0@0 ethernet-1@2
Disabled
Transport cable: phys-schost-3:net5@1 ethernet-1@3
Enabled
Transport cable: phys-schost-1:net5@0 ethernet-1@1
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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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 어댑터의 인스턴스 번호를 결정하는 방법
clsetup 명령을 통해 올바른 전송 어댑터를 추가 및 제거하려면 전송 어댑터의 인스턴스
번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댑터 이름은 어댑터 유형과 어댑터의 인스턴스 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슬롯 번호를 기준으로 어댑터 이름을 찾습니다.
다음 화면은 하나의 예이므로 사용자의 하드웨어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prtdiag
...
========================= IO Cards =========================
Bus Max
IO Port Bus
Freq Bus Dev,
Type
ID Side Slot MHz Freq Func State Name Model
---- ---- ---- ---- ---- ---- ---- ----- -------------------------------XYZ 8
B
2
33 33 2,0 ok
xyz11c8,0-xyz11c8,d665.11c8.0.0
XYZ 8
B
3
33 33 3,0 ok
xyz11c8,0-xyz11c8,d665.11c8.0.0
...

2

어댑터의 경로를 사용하여 어댑터의 인스턴스 번호를 찾습니다.
다음 화면은 하나의 예이므로 사용자의 하드웨어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grep sci /etc/path_to_inst
"/xyz@1f,400/pci11c8,o@2" 0 "ttt"
"/xyz@1f,4000.pci11c8,0@4 "ttt"

3

어댑터 이름과 슬롯 번호를 사용하여 어댑터의 인스턴스 번호를 찾습니다.
다음 화면은 하나의 예이므로 사용자의 하드웨어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prtconf
...
xyz, instance #0
xyz11c8,0, instance #0
xyz11c8,0, instance #1
...

▼

기존 클러스터의 개인 네트워크 주소 또는 주소
범위를 변경하는 방법
개인 네트워크 주소, 네트워크 주소 범위 또는 이 둘을 모두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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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유저에 대한 원격 셸(rsh(1M)) 또는 보안 셸(ssh(1)) 액세스가 모든 클러스터 노드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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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클러스터 노드에서 다음 보조 단계를 수행하여 모든 클러스터 노드를 비클러스터
모드로 재부트합니다.
a. 비클러스터 모드로 시작하려면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b. clnode evacuate 및 cluster shutdown 명령을 사용하여 노드를 종료합니다.
clnode evacuate 명령은 지정된 노드에서 다음 우선 순위 노드로 모든 장치 그룹을
전환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지정된 노드의 투표 노드에서 다음 우선 순위 투표
노드로 모든 자원 그룹을 전환합니다.
# clnode evacuate node
# cluster shutdown -g0 -y

2

한 노드에서 clsetup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비클러스터 모드로 실행되는 경우 clsetup 유틸리티에 비클러스터 모드 작업을 위한 주
메뉴가 표시됩니다.

3

Change Network Addressing and Ranges for the Cluster Transport(클러스터 전송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 지정 및 범위 변경)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clsetup 유틸리티에 현재의 개인 네트워크 구성이 표시되고 이 구성을 변경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개인 네트워크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변경하려면 yes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clsetup 유틸리티에 기본 개인 네트워크 IP 주소(172.16.0.0)가 표시되고 이 기본값을
사용할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

해당 개인 네트워크 IP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용합니다.
■

기본 개인 네트워크 IP 주소를 사용하고 IP 주소 범위 변경을 진행하려면 yes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기본 개인 네트워크 IP 주소를 변경하려면:
a. clsetup 유틸리티에서 기본 주소를 사용할지를 물으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no를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clsetup 유틸리티에 새 개인 네트워크 IP 주소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b. 새 IP 주소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clsetup 유틸리티에 기본 넷마스크가 표시되고 이 기본 넷마스크를 사용할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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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본 개인 네트워크 IP 주소 범위를 변경하거나 사용합니다.
기본 넷마스크는 255.255.240.0입니다. 이 기본 IP 주소 범위는 클러스터에서 최대
64개의 노드, 12개의 영역 클러스터 및 10개의 개인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

기본 IP 주소 범위를 사용하려면 yes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IP 주소 범위를 변경하려면:
a. clsetup 유틸리티에서 기본 주소 범위를 사용할지를 물으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no를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기본 넷마스크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클러스터에 구성할 노드, 개인 네트워크 및
영역 클러스터 수를 묻는 메시지가 clsetup 유틸리티에서 표시됩니다.
b. 클러스터에 구성할 노드, 개인 네트워크 및 영역 클러스터의 수를 제공합니다.
clsetup 유틸리티는 이러한 숫자로 계산하여 두 개의 넷마스크를 제안합니다.
■

첫번째 넷마스크는 지정한 노드, 개인 네트워크 및 영역 클러스터 수를
지원하는 최소 넷마스크입니다.

■

두번째 넷마스크는 지정한 노드, 개인 네트워크 및 영역 클러스터 수의 두 배를
지원하여 향후 확대될 경우에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c. 계산된 넷마스크 중 하나를 지정하거나 예상 노드, 개인 네트워크 및 영역 클러스터
수를 지원하는 다른 넷마스크를 지정합니다.
7

clsetup 유틸리티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할지를 물으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yes를
입력합니다.

8

모두 완료되면 clsetup 유틸리티를 종료합니다.

9

각 클러스터 노드에 대해 다음 보조 단계를 완료하여 각 클러스터 노드를 클러스터
모드로 재부트합니다.
a. 노드를 부트합니다.
■

SPARC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k boot

■

x86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GRUB 메뉴가 표시되면 적절한 Oracle Solaris 항목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10

노드가 오류 없이 부트되고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cluster status -t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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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는 공용 네트워크에 대한 IPMP(Internet Protocol network
Multipathing)의 Oracle Solaris 소프트웨어 구현을 지원합니다. 기본 IPMP 관리 방법은
클러스터 환경과 비클러스터 환경 모두에서 동일합니다. Multipathing은 Oracle Solaris 11
OS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며 사용하려면 활성화해야 합니다. Multipathing 관리
방법은 해당 Oracle Solaris OS 설명서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Oracle Solaris Cluster
환경에서 IPMP를 관리하기 전에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클러스터에서 IP Network Multipathing 그룹을
관리하는 방법
클러스터에서 IPMP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

각 공용 네트워크 어댑터가 IPMP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

이더넷 어댑터에 대한 local-mac-address? 변수의 값은 true여야 합니다.

■

클러스터에서 프로브 기반 IPMP 그룹이나 링크 기반 IPMP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 기반 IPMP 그룹은 대상 IP 주소를 테스트하고 가용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조건을 인식하여 최상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

다음 종류의 복수 경로 그룹에서 각 어댑터의 테스트 IP 주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

모든 다중 어댑터 복수 경로 그룹에는 테스트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단일 어댑터
복수 경로 그룹에는 테스트 IP 주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복수 경로 그룹에 포함된 모든 어댑터의 테스트 IP 주소가 하나의 IP 서브넷에
속해야 합니다.

■

테스트 IP 주소는 가용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

복수 경로 그룹의 이름 지정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 그룹을
구성하는 경우 netiflist 이름 지정 규칙에서 다중 경로 이름 뒤에 노드 ID 번호나
노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중 경로 그룹의 이름이 sc_ipmp0이면
netiflist의 이름 지정은 sc_ipmp0@1 또는 sc_ipmp0@phys-schost-1이 됩니다. 여기서
어댑터는 nodeID가 1인 phys-schost-1 노드에 있습니다.

■

if_mpadm 명령을 사용하여 제거할 어댑터의 IP 주소를 그룹의 대체 어댑터로
전환하기 전에는, IP Network Multipathing 그룹의 어댑터를 구성 해제하거나(배관을
끊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if_mp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어댑터를 각 복수 경로 그룹에서 먼저 제거하지 않고 다른 서브넷에 다시 연결하지
마십시오.

■

복수 경로 그룹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행할 경우에도 어댑터에 대하여 논리 어댑터
작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7장 • 클러스터 상호 연결 및 공용 네트워크 관리

161

공용 네트워크 관리

■

클러스터에 있는 각 노드에 적어도 하나의 공용 네트워크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용 네트워크 연결이 없으면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클러스터에 있는 IP Network Multipathing 그룹의 상태를 보려면 clinterconnect
status 명령을 사용합니다.

IP Network Multipathin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OS 시스템 관리 설명서
세트에 포함된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표 7–3

작업 맵: 공용 네트워크 관리

Oracle Solaris OS 릴리스

지침

Oracle Solaris 11 OS

Oracle Solaris Administration: Network Interfaces
and Network Virtualization의 15 장, “Administering
IPMP”“

클러스터 소프트웨어의 설치 절차는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공용 네트워킹 하드웨어 구성 요소의 서비스 절차는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을 참조하십시오.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동적 재구성
클러스터의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동적 재구성(Dynamic Reconfiguration, DR)
작업을 완료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

Oracle Solaris DR 기능에 대해 문서화된 요구 사항, 절차 및 제한은 운영 체제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Oracle Solaris Cluster DR 지원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서 DR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Oracle
Solaris DR 기능에 대한 설명서를 검토하십시오. 특히 DR 연결 종료 작업 중에
비네트워크 IO 장치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드 제거 DR 작업은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활성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거하기 전에, if_mpadm 명령을
사용하여 제거할 어댑터의 IP 주소를 다중 경로 그룹의 다른 어댑터로 전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if_mp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현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는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제대로
비활성화하지 않고 제거하면 Oracle Solaris Cluster가 작업을 거부하고 작업의 영향을
받는 인터페이스를 확인합니다.

주의 – 두 개의 어댑터가 있는 복수 경로 그룹의 경우에 비활성화된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하여 DR 제거 작업을 수행할 때 남은 네트워크 어댑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가용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DR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남은 어댑터를 페일오버할 수 없습니다.

162

Oracle Solaris Cluster 시스템 관리 설명서 • 2012년 3월, E26937-02

공용 네트워크 관리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DR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완료하십시오.
표 7–4

작업 맵: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동적 재구성

작업

지침

1. if_mpadm 명령을
사용하여 제거할
어댑터의 IP 주소를 다중
경로 그룹의 다른
어댑터로 전환

if_mpadm(1M) 매뉴얼 페이지
Oracle Solaris Administration: Network Interfaces and Network
Virtualization의 “How to Move an Interface From One IPMP Group to Another
Group”

2. ipadm 명령을 사용하여 ipadm(1M) 매뉴얼 페이지
다중 경로 그룹에서
Oracle Solaris Administration: Network Interfaces and Network
어댑터 제거
Virtualization의 “How to Add or Remove IP Addresses”
3.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DR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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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장

노드 추가 및 제거

이 장에서는 클러스터에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 및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

165 페이지 “클러스터에 노드 추가”
168 페이지 “클러스터에서 노드 제거”

클러스터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 장, “클러스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에 노드 추가
이 절에서는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에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특정 영역 클러스터의 노드를 호스트하지 않는 한
영역 클러스터를 호스트하는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 새 영역 클러스터 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영역 클러스터 노드에 대해 IP 주소 및 NIC를 지정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주 – 각 영역 클러스터 노드에 대해 IP 주소를 구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1. 특정 영역 클러스터에서 영역 클러스터에 사용할 NAS 장치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클러스터에서는 NAS 장치와 통신할 때 영역 클러스터 노드의 IP 주소를 사용하므로
IP 주소가 없으면 클러스터에서 NAS 장치 보호(fencing)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2. 클러스터 소프트웨어가 모든 NIC에서 논리적 호스트 IP 주소를 활성화합니다.
원래 영역 클러스터 노드에 IP 주소나 NIC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새 영역 클러스터
노드에 대해 해당 정보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에서 phys-schost#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clzonecluster 대화식
셸 프롬프트는 clzc:schost>입니다.
165

클러스터에 노드 추가

다음 표에는 기존 클러스터에 노드를 추가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표 8–1

▼

작업 맵: 기존 전역 또는 영역 클러스터에 노드 추가

작업

지침

노드에 호스트 어댑터를 설치하고 기존 클러스터
상호 연결이 새 노드를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

공유 저장소 추가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

인증된 노드 목록에 노드 추가

/usr/cluster/bin/claccess allow -h
node-being-added

새 클러스터 노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2
장,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 소프트웨어 설치”

기존 클러스터에 새 노드 추가

165 페이지 “클러스터에 노드 추가”

클러스터가 Oracle Solaris Cluster Geographic
Edition 파트너쉽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 새 노드를
구성의 활성 참여자로 구성

Oracle Solaris Cluster Geographic Edition System
Administration Guide의 “How to Add a New Node
to a Cluster in a Partnership”

기존 클러스터에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
기존 전역 클러스터나 영역 클러스터에 Oracle Solaris 호스트 또는 가상 시스템을
추가하기 전에 전용 클러스터 상호 연결에 작동하는 물리적 연결을 비롯하여 노드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모두 올바르게 설치되고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드웨어 설치 정보는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 또는
서버와 함께 제공된 하드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차를 수행하면 시스템이 클러스터에 대한 권한이 있는 노드 목록에 노드 이름을
추가하여 클러스터에 자동으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66

1

현재 전역 클러스터 구성원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러한 단계를 수행합니다.

2

표 8–1의 작업 맵에 나열된 필수 하드웨어 설치 및 구성 작업을 모두 올바르게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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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클러스터 노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에서 설명한 대로 새 노드의 설치 및
구성을 완료하려면 scinstall 유틸리티를 사용합니다.

4

새 노드에 scinstall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서 해당 노드를 구성합니다.

5

수동으로 영역 클러스터에 노드를 추가하려면 Oracle Solaris 호스트와 가상 노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각 노드에서 공용 네트워크 통신에 사용할 네트워크 자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예에서 영역 이름은 sczone이고 sc_ipmp0은 IPMP 그룹 이름입니다.
clzc:sczone>add node
clzc:sczone:node>set physical-host=phys-cluster-3
clzc:sczone:node>set hostname=hostname3
clzc:sczone:node>add net
clzc:sczone:node:net>set address=hostname3
clzc:sczone:node:net>set physical=sc_ipmp0
clzc:sczone:node:net>end
clzc:sczone:node>end
clzc:sczone>exit

노드 구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영역
클러스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6

노드를 구성한 후에 클러스터 모드로 재부트하고 노드에 영역 클러스터를 설치합니다.
# clzc install zone-cluster

7

새 시스템이 클러스터에 추가되지 않도록 하려면 clsetup 유틸리티에서 클러스터가 새
시스템 추가에 대한 요청을 무시하도록 지시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clsetup 프롬프트를 따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새 시스템이 클러스터에 추가되려고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보내는 모든 요청을 클러스터가 무시합니다.

8

예 8–1

clsetup 유틸리티를 종료합니다.

권한이 있는 노드 목록에 전역 클러스터 노드 추가
다음 예에서는 기존 클러스터의 권한이 있는 노드 목록에 phys-schost-3이라는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Become superuser and execute the clsetup utility.]
phys-schost# clsetup
[Select New nodes>Specify the name of a machine which may add itself.]
[Answer the questions when prompted.]
[Verify that the 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claccess allow -h phys-schos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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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completed successfully.
[Select Prevent any new machines from being added to the cluster.]
[Quit the clsetup New Nodes Menu and Main Menu.]
[Install the cluster software.]
참조

clsetup(1CL)
클러스터 노드를 추가하는 전체 작업 목록은 표 8–1, "작업 맵: 클러스터 노드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자원 그룹에 노드를 추가하려면 Oracle Solaris Cluster Data Services Planning and
Administration Guide를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에서 노드 제거
이 절에서는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특정 영역 클러스터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표는 기존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의 목록입니다.
표시된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주의 – RAC 구성에서 이 절차만 사용하여 노드를 제거하면 재부트 중에 노드 패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AC 구성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s용 Oracle Solaris Cluster 데이터 서비스 설명서의 “선택한 노드에서
Support for Oracle RAC을 제거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RAC
구성에 대한 노드를 제거하고 아래의 해당하는 단계를 따르십시오.
표 8–2

작업 맵: 노드 제거

작업

지침

제거할 노드에서 모든 자원 그룹과 장치
그룹을 이동합니다. 영역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영역 클러스터에 로그인하고
제거할 물리적 노드에서 영역 클러스터
노드를 제외합니다. 그런 다음, 물리적
노드를 중단하기 전에 영역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합니다.

clnode evacuate node

허용된 호스트를 검사하여 노드를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169 페이지 “영역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

claccess show
claccess allow -h node-to-remove

노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클러스터
구성에 대한 노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장치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합니다. 89 페이지 “장치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Solaris
Volume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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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작업 맵: 노드 제거

(계속)

작업

지침

제거할 노드에 연결된 모든 쿼럼 장치를
제거합니다.

2 노드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 이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129 페이지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다음 단계에서 저장 장치를 제거하기 전에 쿼럼 장치를
제거해야 하지만 이후에 바로 다시 쿼럼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30 페이지 “클러스터에서 마지막 쿼럼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

제거할 노드를 비클러스터 모드로
전환합니다.

189 페이지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

영역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합니다.

169 페이지 “영역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구성에서 노드를
제거합니다.

170 페이지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구성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

(옵션) 클러스터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

193 페이지 “클러스터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방법”

영역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
노드를 중지하고 설치를 지우고 구성에서 제거하면 영역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노드를 다시 영역 클러스터에 추가하려면 표 8–1의 지침에
따릅니다. 이러한 단계는 대부분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수행됩니다.

1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노드 및 해당 영역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제거할 영역 클러스터 노드를 종료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halt -n node zoneclustername

영역 클러스터 내에서 clnode evacuate 및 shutdown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영역 클러스터의 모든 자원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합니다.
phys-schost# clrg remove-node -n zonehostname -Z zoneclustername rg-name

4

영역 클러스터 노드를 제거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uninstall -n node zoneclust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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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에서 영역 클러스터 노드를 제거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configure zoneclustername
clzc:sczone> remove node physical-host=zoneclusternodename
clzc:sczone> exit

6

영역 클러스터에서 해당 노드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status

▼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구성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전역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모든 자원 그룹, 디스크 장치 그룹 및 쿼럼 장치 구성에서
노드를 제거하고 유지 보수 상태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제거할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3

제거할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비클러스터 모드로 부트합니다.
영역 클러스터 노드의 경우 이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169 페이지 “영역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의 지침에 따릅니다.
■

SPARC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x86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k boot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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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down -g -y -i0
Press any key to continue

a. GRUB 메뉴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적절한 Oracle Solaris 항목을 선택하고 e를
입력하여 해당 명령을 편집합니다.
GRUB 기반 부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oting and Shutting Down Oracle Solaris on
x86 Platforms의 “Booting an x86 Based System Interactively”를 참조하십시오.
b. 부트 매개 변수 화면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커널 항목을 선택하고 e를 입력하여
항목을 편집합니다.
c. 명령에 -x를 추가하여 시스템 부트를 비클러스터 모드로 지정합니다.
[ Minimal BASH-like line editing is supported. For the first word, TAB
lists possible command completions. Anywhere else TAB lists the possible
completions of a device/filename. ESC at any time exits. ]
grub edit> kernel$ /platform/i86pc/kernel/#ISADIR/unix -B $ZFS-BOOTFS -x

d. Enter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수락하고 부트 매개 변수 화면으로 복귀합니다.
화면에 편집된 명령이 표시됩니다.
e. b를 입력하여 비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부트합니다.
커널 부트 매개 변수 명령에 대한 변경 사항은 시스템을 재부트하면 사라집니다.
다음에 노드를 재부트하면 클러스터 모드로 부트됩니다. 비클러스터 모드로
부트하려면, 이러한 단계를 다시 실행하여 -x 옵션을 커널 부트 매개 변수 명령에
추가합니다.
주 – 제거할 노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부트할 수 없는 경우 임의의 활성

클러스터 노드에서 clnode clear -F <node-to-be-removed> 명령을 실행합니다.
clnode status <nodename>을 실행하여 노드 제거를 확인합니다.
4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삭제합니다.
활성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hys-schost# clnode clear -F nodename

rg_system=true인 자원 그룹이 있는 경우 rg_system=false로 변경해야 clnode clear -F
명령이 성공합니다. clnode clear -F를 실행한 후에 자원 그룹을 rg_system=true로 다시
재설정합니다.
제거할 노드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hys-schost# clnode remov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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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클러스터의 마지막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 클러스터에 활성 노드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 해당 노드가 비클러스터 모드에 있어야 합니다.
5

다른 클러스터 노드에서 노드 제거를 확인합니다.
phys-schost# clnode status nodename

6

예 8–2

노드 제거를 완료합니다.
■

제거된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는 경우 193 페이지
“클러스터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동시에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파일이 없는
디렉토리로 변경하고 scinstall -r을 입력합니다.

■

제거된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하지 않으려는 경우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에서 설명한 대로 하드웨어 연결을
제거하여 클러스터에서 실제로 노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구성에서 노드 제거
이 예에서는 클러스터에서 노드(phys-schost-2)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clnode
remove 명령은 클러스터(phys-schost-2)에서 제거할 노드에서 비클러스터 모드로
실행됩니다.
[Remove the node from the cluster:]
phys-schost-2# clnode remove
phys-schost-1# clnode clear -F phys-schost-2
[Verify node removal:]
phys-schost-1# clnode status
-- Cluster Nodes -Node name
Status
-------------Cluster node:
phys-schost-1
Online

참조

제거된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면 193 페이지 “클러스터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하드웨어 절차는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을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노드를 제거하는 전체 작업 목록은 표 8–2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클러스터에 노드를 추가하려면 166 페이지 “기존 클러스터에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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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드보다 많은 연결이 있는 클러스터에서
어레이와 단일 노드 사이의 연결을 제거하는 방법
3 노드 또는 4 노드 연결이 있는 클러스터에서 저장소 어레이를 단일 클러스터
노드로부터 분리하려면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제거할 저장소 어레이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데이터 서비스 및 볼륨을 모두
백업합니다.

2

연결을 끊을 노드에서 실행되는 자원 그룹과 장치 그룹을 확인합니다.
phys-schost# clresourcegroup status
phys-schost# cldevicegroup status

3

필요한 경우 연결을 끊을 노드에서 자원 그룹과 장치 그룹을 모두 다른 노드로
이동합니다.
Caution (SPARC only) – 클러스터에서 Oracle RAC 소프트웨어가 실행되고 있는 경우, 그룹을
노드에서 이동하기 전에 노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Oracle RAC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종료합니다. 지침은 Oracle Database Administration Guide를 참조하십시오.
phys-schost# clnode evacuate node

clnode evacuate 명령은 지정된 노드에서 다음 우선 순위 노드로 모든 장치 그룹을
전환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지정된 노드의 투표 노드에서 다음 우선 순위 투표 노드로
모든 자원 그룹을 전환합니다.
4

장치 그룹을 유지 보수 상태로 만듭니다.
장치 그룹을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는 절차는 189 페이지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5

장치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합니다.
원시 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cldevicegroup(1CL) 명령을 사용하여 장치 그룹을
제거합니다.

6

HAStoragePlus 자원이 포함된 각 자원 그룹에 대해 자원 그룹의 노드 목록에서 노드를
제거합니다.
phys-schost# clresourcegroup remove-node -n node + | resourc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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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노드의 이름입니다.

자원 그룹의 노드 목록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Data Services
Planning and Administration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주 – clresourcegroup 명령을 실행할 때 자원 유형, 자원 그룹 및 자원 등록 정보의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7

제거하는 저장소 어레이가 노드에 연결된 마지막 저장소 어레이면 이 저장소 어레이에
연결된 허브 또는 스위치와 노드 사이의 광섬유 케이블 연결을 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계를 생략하십시오.

8

연결을 끊을 노드에서 호스트 어댑터를 제거하려는 경우 해당 노드의 연결을 끊고 전원을
끕니다.
연결을 끊을 노드에서 호스트 어댑터를 제거하려는 경우, 단계 11로 건너뜁니다.

9

노드에서 호스트 어댑터를 제거합니다.
호스트 어댑터를 제거하는 절차는 해당 노드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0

노드를 부트하지 않고 노드의 전원을 켭니다.

11

Oracle RAC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경우, 연결을 끊을 노드에서 Oracle RAC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거합니다.
phys-schost# pkg uninstall /ha-cluster/library/ucmm
Caution (SPARC only) – 연결을 끊은 노드에서 Oracle RAC 소프트웨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노드가 클러스터에 다시 포함될 때 해당 노드는 패닉 상태가 되어 데이터 가용성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12

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부트합니다.
■

SPARC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x86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k boot

GRUB 메뉴가 표시되면 적절한 Oracle Solaris 항목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13

노드에서 /devices 및 /dev 항목을 업데이트하여 장치 이름 공간을 업데이트합니다.
phys-schost# devfsadm -C
cldevice re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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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치 그룹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장치 그룹을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1 페이지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오류 메시지를 수정하는 방법
클러스터 노드 제거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된 오류 메시지를 수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1

노드를 전역 클러스터에 다시 결합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만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phys-schost# boot

2

노드가 클러스터에 연결되었습니까?
■
■

연결되지 않았으면 단계 b로 이동합니다.
연결되었으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장치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합니다.

a. 노드가 클러스터에 다시 연결되면 나머지 장치 그룹 또는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합니다.
88 페이지 “모든 장치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방법”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b. 모든 장치 그룹에서 노드를 제거한 후 193 페이지“클러스터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돌아가 해당 절차를 반복합니다.
3

노드가 클러스터를 다시 결합할 수 없는 경우 노드의 /etc/cluster/ccr 파일을 원하는
다른 이름(예: ccr.old)으로 변경합니다.
# mv /etc/cluster/ccr /etc/cluster/ccr.old

4

193 페이지“클러스터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돌아가 해당 절차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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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전체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에 영향을 주는 관리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
■
■

177 페이지 “클러스터 관리 개요”
205 페이지 “영역 클러스터 관리 작업 수행”
211 페이지 “문제 해결”

클러스터에서 노드 추가 또는 제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 장, “노드 추가 및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관리 개요
이 절에서는 전체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에 대해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음 표에는 해당 관리 작업과 관련 절차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역 영역에서 클러스터 관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영역 클러스터를
관리하려면 영역 클러스터를 호스트할 시스템이 한 개 이상 클러스터 모드로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역 클러스터 노드를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Oracle Solaris
Cluster는 현재 클러스터에 없는 노드가 클러스터를 다시 결합할 때 구성 변경 사항을
재생합니다.
주 – 기본적으로 전원 관리는 비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클러스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일 노드 클러스터에 대한 전원 관리를 활성화하면 클러스터가 계속 실행되지만 몇 초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전원 관리 기능에서는 노드를 종료하려고 하지만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phys-schost#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clzonecluster 대화식
셸 프롬프트는 clzc:schos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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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작업 목록: 클러스터 관리

작업

지침

클러스터에서 노드 추가 또는 제거

8 장, “노드 추가 및 제거”

클러스터 이름 변경

178 페이지 “클러스터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노드 ID 및 해당 노드 이름 나열

179 페이지 “노드 ID를 노드 이름에 매핑하는 방법”

클러스터에 새 노드 추가 허용 또는 거부 180 페이지 “새 클러스터 노드 인증으로 작업하는 방법”
NTP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시간 변경

182 페이지 “클러스터에서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

노드를 종료하여 OpenBoot PROM ok
프롬프트(SPARC 기반 시스템) 또는
Press any key to continue 메시지(x86
기반 시스템의 GRUB 메뉴) 표시

183 페이지 “SPARC: 노드에서 OBP(OpenBoot PROM)를
표시하는 방법”

개인 호스트 이름 추가 또는 변경

184 페이지 “노드 개인 호스트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클러스터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

189 페이지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

노드 이름 바꾸기

187 페이지 “노드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

클러스터 노드의 유지 보수 상태 해제

191 페이지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하는 방법”

클러스터 노드에서 클러스터
소프트웨어 제거

193 페이지 “클러스터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방법”

SNMP 이벤트 MIB 추가 및 관리

197 페이지 “SNMP 이벤트 MIB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200 페이지 “노드에서 SNMP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

각 노드에 대한 로드 한계 구성

202 페이지 “노드에 대해 로드 한계를 구성하는 방법”

영역 클러스터 이동, 응용 프로그램에
205 페이지 “영역 클러스터 관리 작업 수행”
대해 영역 클러스터 준비, 영역 클러스터
제거

▼

클러스터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필요한 경우 설치한 후에 클러스터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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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phys-schost# clsetup

주 메뉴가 표시됩니다.
3

클러스터 이름을 변경하려면 기타 클러스터 등록 정보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타 클러스터 등록 정보 메뉴가 나타납니다.

4

메뉴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5

Oracle Solaris Cluster의 서비스 태그에 새 클러스터 이름을 반영하게 하려면 기존 Oracle
Solaris Cluster 태그를 삭제하고 클러스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서비스 태그 인스턴스를 삭제하려면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다음 하위 단계를 수행합니다.
a. 모든 서비스 태그를 나열합니다.
phys-schost# stclient -x

b. Oracle Solaris Cluster 서비스 태그 인스턴스 번호를 찾은 후 다음 명령을 수행합니다.
phys-schost# stclient -d -i service_tag_instance_number

c. 클러스터의 모든 노트를 재부트합니다.
phys-schost# reboot
예 9–1

클러스터 이름 변경
다음 예에서는 새 클러스터 이름 dromedary로 변경하기 위해 clsetup 유틸리티에서
생성되는 cluster 명령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cluster rename -c dromedary

자세한 내용은 cluster(1CL) 및 clsetup(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노드 ID를 노드 이름에 매핑하는 방법
Oracle Solaris Cluster 설치 중 각 노드에 고유한 노드 ID 번호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노드 ID 번호는 처음으로 클러스터에 연결되는 순서대로 노드에 할당됩니다. 노드 ID
번호가 할당되고 나면 해당 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노드 ID 번호는 오류 메시지에서
관련된 클러스터 노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노드 ID와 노드 이름 사이의 매핑을
결정하려면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의 구성 정보를 나열하기 위해 수퍼유저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절차의 한 단계는 전역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수행되고 다른 단계는
영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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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node 명령을 사용하여 전역 클러스터에 대한 클러스터 구성 정보를 나열합니다.
phys-schost# clnode show | grep Node

자세한 내용은 clnode(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영역 클러스터에 대한 노드 ID를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영역 클러스터 노드의 노드 ID는 실행되고 있는 전역 클러스터 노드와 동일합니다.
phys-schost# zlogin sczone clnode -v | grep Node

예 9–2

노드 ID를 노드 이름에 매핑
다음 예에서는 전역 클러스터에 대한 노드 ID 할당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clnode show
=== Cluster Nodes ===
Node Name:
Node ID:
Node Name:
Node ID:
Node Name:
Node ID:

▼

| grep Node
phys-schost1
1
phys-schost2
2
phys-schost3
3

새 클러스터 노드 인증으로 작업하는 방법
Oracle Solaris Cluster를 사용하면 새 노드가 전역 클러스터에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용할 인증 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 노드가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클러스터에
연결되도록 허용하거나 클러스터에 연결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도 있고 클러스터에
연결할 수 있는 특정 노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새 노드는 표준 UNIX 또는 DES
(Diffie-Hellman) 인증을 사용하여 인증될 수 있습니다. DES 인증을 선택하면 필요한
암호화 키를 모두 구성해야 노드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eyserv(1M) 및
publickey(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전역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clsetup 유틸리티를 시작합니다.
phys-schost# clsetup

주 메뉴가 표시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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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인증 작업을 하려면 새 노드의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새 노드 메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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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 9–3

메뉴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클러스터에 새 시스템 추가 방지
clsetup 유틸리티는 claccess 명령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새 시스템이
클러스터에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claccess 명령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claccess deny -h hostname

예 9–4

전역 클러스터에 모든 새 시스템 추가 허용
clsetup 유틸리티는 claccess 명령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모든 새 시스템을
클러스터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claccess 명령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claccess allow-all

예 9–5

전역 클러스터에 추가할 새 시스템 지정
clsetup 유틸리티는 claccess 명령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단일 새 시스템을
클러스터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claccess 명령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claccess allow -h hostname

예 9–6

인증을 표준 UNIX로 설정
clsetup 유틸리티는 claccess 명령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클러스터를 결합하는
새 노드에 대해 표준 UNIX 인증으로 재설정되는 claccess 명령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claccess set -p protocol=sys

예 9–7

인증을 DES로 설정
clsetup 유틸리티는 claccess 명령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클러스터를 결합하는
새 노드에 대해 DES 인증을 사용하는 claccess 명령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claccess set -p protocol=des

DES 인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암호화 키도 모두 구성해야 노드가 클러스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eyserv(1M) 및 publickey(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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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에서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서는 NTP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노드 간에 시간
동기화를 유지합니다. 노드가 시간을 동기화하면 필요에 따라 전역 클러스터에서 조정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Concepts Guide 및
http://download.oracle.com/docs/cd/E19065-01/servers.10k/의 Network Time
Protocol's User's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 NTP를 사용할 경우에 클러스터가 실행되고 있을 때는 클러스터를 조정하지

마십시오. date, rdate, svcadm 명령을 대화식으로 사용하여 또는 cron 스크립트 내에서
시간을 조정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date(1), rdate(1M), svcadm(1M), cron(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tpd(1M) 매뉴얼 페이지는 service/network/ntp Oracle
Solaris 11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전역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2

전역 클러스터를 종료합니다.
phys-schost# cluster shutdown -g0 -y -i 0

3

노드에 ok 프롬프트(SPARC 기반 시스템) 또는 Press any key to continue 메시지(x86 기반
시스템의 GRUB 메뉴)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4

비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부트합니다.
■

SPARC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x86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k boot -x

# shutdown -g -y -i0
Press any key to continue

a. GRUB 메뉴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적절한 Oracle Solaris 항목을 선택하고 e를
입력하여 해당 명령을 편집합니다.
GRUB 메뉴가 나타납니다.
GRUB 기반 부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oting and Shutting Down Oracle Solaris on
x86 Platforms의 “Booting an x86 Based System Interactively”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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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트 매개 변수 화면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커널 항목을 선택하고 e를 입력하여
항목을 편집합니다.
GRUB 부트 매개 변수 화면이 나타납니다.
c. 명령에 -x를 추가하여 시스템 부트를 비클러스터 모드로 지정합니다.
[ Minimal BASH-like line editing is supported. For the first word, TAB
lists possible command completions. Anywhere else TAB lists the possible
completions of a device/filename. ESC at any time exits. ]
grub edit> kernel$ /platform/i86pc/kernel/$ISADIR/unix _B $ZFS-BOOTFS -x

d. Enter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수락하고 부트 매개 변수 화면으로 복귀합니다.
화면에 편집된 명령이 표시됩니다.
e. b를 입력하여 비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부트합니다.
주 – 커널 부트 매개 변수 명령에 대한 변경 사항은 시스템을 재부트하면 사라집니다.

다음에 노드를 재부트하면 클러스터 모드로 부트됩니다. 대신 비클러스터 모드로
부트하려면, 이러한 단계를 다시 실행하여 -x 옵션을 커널 부트 매개 변수 명령에
추가합니다.
5

단일 노드에서 date 명령을 실행하여 시간을 설정합니다.
phys-schost# date HHMM.SS

6

다른 시스템에서 rdate(1M) 명령을 실행하여 시간을 위의 노드와 동기화합니다.
phys-schost# rdate hostname

7

각 노드를 부트하여 클러스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phys-schost# reboot

8

모든 클러스터 노드에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각 노드에서 date 명령을 실행합니다.
phys-schost# date

▼

SPARC: 노드에서 OBP(OpenBoot PROM)를 표시하는
방법
OpenBoot(tm) PROM 설정을 구성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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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종료할 노드의 콘솔에 연결합니다.
# telnet tc_name tc_port_number

2

tc_name

터미널 콘센트레이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tc_port_number

터미널 콘센트레이터에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포트 번호는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포트 2와 3(5002 및 5003)은 사이트에
설치된 첫번째 클러스터에 사용됩니다.

clnode evacuate 명령을 사용한 후 shutdown 명령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노드를
정상적으로 종료합니다.
clnode evacuate 명령은 지정된 노드에서 다음 우선 순위 노드로 모든 장치 그룹을
전환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전역 클러스터의 지정된 투표 노드에서 다음 우선 순위 투표
노드로 모든 자원 그룹을 전환합니다.
phys-schost# clnode evacuate node
# shutdown -g0 -y
주의 – 클러스터 노드를 종료하기 위해 클러스터 콘솔에서 send brk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

OBP 명령을 실행합니다.

노드 개인 호스트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설치가 완료된 후 이 절차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노드의 개인 호스트 이름을 변경합니다.
처음 클러스터를 설치할 때 개인 호스트 이름으로 기본값이 할당됩니다. 기본 개인
호스트 이름은 clusternode< nodeid>-priv 형식(예: clusternode3-priv )을 사용합니다.
해당 이름을 도메인에서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만 개인 호스트 이름을 변경합니다.
주의 – 새 개인 호스트 이름에 IP 주소를 할당하지 마십시오. IP 주소는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에서 지정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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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개인 호스트 이름을 캐시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자원이나
기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phys-schost# clresource disable resource[,...]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응용 프로그램에 다음을 포함하십시오.
■
■
■

HA-DNS 및 HA-NFS 서비스(구성된 경우)
개인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도록 사용자 정의 구성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
개인용 상호 연결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

clresource 명령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resource(1CL) 매뉴얼 페이지 및 Oracle
Solaris Cluster Data Services Planning and Administratio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2

사용 중인 NTP 구성 파일이 변경할 개인 호스트 이름을 참조하는 경우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NTP 데몬을 중지합니다.
svcadm 명령을 사용하여 NTP 데몬을 종료합니다. NTP 데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vc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hys-schost# svcadm disable ntp

3

clsetup 유틸리티를 실행하여 해당 노드의 개인 호스트 이름을 변경합니다.
클러스터의 노드 중 하나에서만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setup(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 – 새 개인 호스트 이름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름이 클러스터 노드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clsetup 유틸리티 대신 clnode 명령을 실행하여 개인 호스트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에서 클러스터 노드 이름은 pred1입니다. clnode 명령을 실행한 후에
단계 6으로 이동합니다.
phys-schost# /usr/cluster/bin/clnode set -p privatehostname=New-private-nodename pred1
4

clsetup 유틸리티에서 개인 호스트 이름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5

clsetup 유틸리티에서 개인 호스트 이름을 변경하는 옵션에 대한 번호를 입력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질문에 답하십시오. 개인 호스트 이름을 변경할 노드의
이름(clusternode< nodeid> -priv)과 새 개인 호스트 이름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이름 서비스 캐시를 비웁니다.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이 단계를 수행합니다. 해당 캐시를 비우면 클러스터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 서비스에서 이전의 개인 호스트 이름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phys-schost# nscd -i hosts

7

NTP 구성이나 include 파일에서 개인 호스트 이름을 변경한 경우 각 노드에서 NTP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NTP 구성 파일(/etc/inet/ntp.conf)에서 개인 호스트 이름을 변경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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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 호스트 항목 또는 피어 호스트의 include 파일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NTP 구성
파일(/etc/inet/ntp.conf.include)에 있는 경우 각 노드에서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NTP include 파일에서 개인 호스트 이름을 변경한 경우 각 노드에서
/etc/inet/ntp.conf.sc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a. 원하는 편집 도구를 사용합니다.
설치 시 이 단계를 수행할 경우에는 구성된 노드의 이름도 제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클러스터 노드에 있는 ntp.conf.sc 파일은 동일합니다.
b. 모든 클러스터 노드에서 새 개인 호스트 이름에 대해 ping 명령을 수행하여
성공하는지 확인합니다.
c. NTP 데몬을 다시 시작합니다.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이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svcadm 명령을 사용하여 NTP 데몬을 다시 시작합니다.
# svcadm enable svc:network/ntp:default
8

단계 1에서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모든 데이터 서비스 자원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phys-schost# clresource enable resource[,...]

clresource 명령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resource(1CL) 매뉴얼 페이지 및 Oracle
Solaris Cluster Data Services Planning and Administratio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예 9–8

개인 호스트 이름 변경
다음 예에서는 phys-schost-2 노드의 개인 호스트 이름을 clusternode2-priv에서
clusternode4-priv로 변경합니다. 각 노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Disable all applications and data services as necessary.]
phys-schost-1# svcadm disable ntp
phys-schost-1# clnode show | grep node
...
private hostname:
clusternode1-priv
private hostname:
clusternode2-priv
private hostname:
clusternode3-priv
...
phys-schost-1# clsetup
phys-schost-1# nscd -i hosts
phys-schost-1# vi /etc/inet/ntp.conf.sc
...
peer clusternode1-priv
peer clusternode4-priv
peer clusternode3-priv
phys-schost-1# ping clusternode4-priv
phys-schost-1# svcadm enable ntp
[Enable all applications and data services disabled at the beginning of th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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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
Oracle Solaris Cluster 구성의 일부인 노드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드의 이름을
바꾸기 전에 Oracle Solaris 호스트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clnode rename 명령을
사용하여 노드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음 지침은 전역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1

전역 클러스터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Oracle Solaris 구성 파트너쉽에 속하는 Oracle Solaris Cluster Geographic Edition 클러스터의
노드 이름을 바꾸는 경우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Geographic Edition 클러스터 및 노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Geographic Edition System Administration Guide의 5 장, “Administering Cluster
Partnerships”를 참조하십시오.
이름 바꾸기 절차를 수행 중인 클러스터가 보호 그룹의 기본 클러스터이고 보호 그룹의
응용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유지하려는 경우 이름 바꾸기 절차 중 보호 그룹을 보조
클러스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Oracle Solaris Administration: Common Tasks의“How to Change a System’s Identity
(nodename)”에 나와 있는 단계를 완료하여 Oracle Solaris 호스트 이름을 바꿉니다. 단, 해당
절차의 끝에 있는 재부트는 수행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단계를 완료한 후 클러스터 종료를 수행합니다.

4

모든 클러스터 노드를 비클러스터 모드로 부트합니다.
ok> boot -x

5

Oracle Solaris 호스트 이름을 바꾼 노드에서 비클러스터 모드로 노드의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바꾼 각 호스트에서 cmd 명령을 실행합니다.
한번에 하나씩 노드 이름을 바꿉니다.
# clnode rename -n newnodename oldnodename

6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이전 호스트 이름을 참조하는 기존 항목이
있으면 업데이트합니다.

7

명령 메시지 및 로그 파일을 확인하여 노드 이름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8

모든 노드를 클러스터 모드로 재부트합니다.
# sync;sync;sync;re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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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드에 새 이름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clnode status -v

10

Geographic Edition 클러스터 노드에서 노드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 이름을 바꾼 노드가
포함된 클러스터의 파트너 클러스터에서 계속 이전 노드 이름을 참조하면 보호 그룹의
동기화 상태가 오류로 나타납니다.
geopg update <pg>를 사용하여 이름을 바꾼 노드가 포함된 파트너 클러스터의 하나의
노드에서 보호 그룹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해당 단계를 완료한 후 geopg start -e
global <pg> 명령을 실행합니다. 나중에 이름을 바꾼 노드가 있는 클러스터로 보호
그룹을 다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1

논리적 호스트 이름 자원의 hostnamelist 등록 정보를 변경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적 단계에 대한 지침은 188 페이지 “기존 Oracle Solaris Cluster 논리적 호스트 이름
자원에서 사용하는 논리적 호스트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기존 Oracle Solaris Cluster 논리적 호스트 이름
자원에서 사용하는 논리적 호스트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187 페이지 “노드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에 있는 단계에 따라 노드의 이름을 바꾸기
전후에 논리적 호스트 이름 자원의 hostnamelist 등록 정보를 변경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1

전역 클러스터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선택적으로 기존 Oracle Solaris Cluster 논리적 호스트 이름 자원에서 사용하는 논리적
호스트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새 논리적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도록 apache-lh-res 자원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 주며 이 방법은 클러스터 모드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a. 클러스터 모드에서 논리적 호스트 이름을 포함하는 Apache 자원 그룹을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 clrg offline apache-rg

b. Apache 논리적 호스트 이름 자원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clrs disable appache-lh-res

c. 새 호스트 이름 목록을 제공합니다.
# clrs set -p HostnameList=test-2 apache-lh-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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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ostnamelist 등록 정보에서 이전 항목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참조를 새 항목으로
변경합니다.
e. 새 Apache 논리적 호스트 이름 자원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clrs enable apache-lh-res

f. Apache 자원 그룹을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 clrg online -emM apache-rg

g. 클라이언트를 확인하는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lrs status apache-rs

▼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
오랫동안 노드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노드가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쿼럼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하려면 clnode evacuate 및 cluster shutdown
명령을 사용하여 해당 노드를 종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node(1CL) 및
cluster(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 – 노드 하나를 종료하려면 Oracle Solaris shutdown 명령을 사용합니다. 전체 클러스터를

종료하는 경우에만 cluster shutdown 명령을 사용합니다.
클러스터 노드가 중지되어 유지 보수 상태가 되면 노드에 대한 포트를 사용하여 구성된
모든 쿼럼 장치의 투표 수가 하나씩 감소됩니다. 노드를 유지 보수 모드에서 제거하여
다시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면 노드와 쿼럼 장치 투표 수가 하나씩 증가됩니다.
clquorum disable 명령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quorum(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할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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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드에서 모든 자원 그룹 또는 장치 그룹을 제거합니다.
clnode evacuate 명령은 모든 자원 그룹과 장치 그룹을 전환합니다.
phys-schost# clnode evacuate node

3

제거한 노드를 종료합니다.
phys-schost# shutdown -g0 -y -i 0

4

클러스터의 다른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하고 단계 3에서 종료한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합니다.
phys-schost# clquorum disable node

node
5

유지 보수 모드로 전환할 노드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전역 클러스터 노드가 현재 유지 보수 상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phys-schost# clquorum status node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한 노드의 Status는 Present 및 Possible 쿼럼 투표에 대해
offline 및 0이어야 합니다.
예 9–9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
다음 예에서는 클러스터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한 후에 결과를 확인합니다.
clnode status 명령을 실행하면 phys-schost-1에 대한 Node votes는 0으로 출력되고
상태는 Offline으로 출력됩니다. Quorum Summary에 줄어든 투표 수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구성에 따라 Quorum Votes by Device 출력에 일부 쿼럼 디스크 장치가 오프라인
상태인 것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On the node to be put into maintenance state:]
phys-schost-1# clnode evacuate phys-schost-1
phys-schost-1# shutdown -g0 -y -i0
[On another node in the cluster:]
phys-schost-2# clquorum disable phys-schost-1
phys-schost-2# clquorum status phys-schost-1
-- Quorum Votes by Node -Node Name
--------phys-schost-1
phys-schost-2
phys-schost-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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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0
1
1

Possible
-------0
1
1

Status
-----Offline
Online
Online

노드를 다시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려면 191 페이지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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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하는 방법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다시 온라인 상태로 전환하고 쿼럼 투표 수를 기본값으로
재설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사용합니다. 클러스터 노드의 경우에 기본 쿼럼 수는
하나입니다. 쿼럼 장치의 경우 기본 쿼럼 수는 N-1이며, 여기서 N은 쿼럼 장치에 대한
포트가 있으면서 투표 수가 0이 아닌 노드의 수입니다.
노드가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되었으면 노드의 쿼럼 투표 수가 하나씩 감소됩니다. 또한
노드에 대한 포트를 사용하여 쿼럼 장치가 구성되면 쿼럼 투표 수가 하나씩 감소합니다.
쿼럼 투표 수가 재설정되고 노드가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되면, 노드의 쿼럼 투표 수 및
쿼럼 장치 투표 수가 하나씩 증가합니다.
유지 보수 상태에 있던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하려면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주의 – globaldev 또는 node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쿼럼 계수가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
재설정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유지 보수 상태에 있는 노드 이외의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전역 클러스터 구성에 있는 노드의 수에 따라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

3

클러스터 구성에 두 개의 노드가 있는 경우 단계 4로 이동합니다.
클러스터 구성에 세 개 이상의 노드가 있는 경우 단계 3으로 이동합니다.

유지 보수 상태를 제거하려는 노드에 쿼럼 장치가 있을 경우 유지 보수 상태에 있지 않은
노드에서 클러스터 쿼럼 수를 재설정합니다.
노드를 재부트하기 전에 유지 보수 상태의 노드가 아닌 다른 노드에서 쿼럼 수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재설정하지 않으면 해당 노드가 쿼럼 대기 중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phys-schost# clquorum reset

reset
4

쿼럼을 재설정하는 변경 플래그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할 노드를 부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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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쿼럼 투표 수를 확인하십시오.
phys-schost# clquorum status

유지 보수 상태에서 해제된 노드는 online 상태이고 Present 및 Possible 쿼럼 투표에
대해 필요한 투표 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 9–10

클러스터 노드의 유지 보수 상태 해제 및 쿼럼 투표 수 재설정
다음 예에서는 클러스터 노드 및 해당 쿼럼 장치에 대한 쿼럼 수를 다시 기본값으로
재설정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cluster status 명령을 실행하면 phys-schost-1에 대한
Node votes는 1로 출력되고 상태는 online으로 출력됩니다. Quorum Summary에 투표 수
증가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phys-schost-2# clquorum reset
■

SPARC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k boot

■

x86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GRUB 메뉴가 표시되면 적절한 Oracle Solaris 항목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phys-schost-1# clquorum status
--- Quorum Votes Summary --Needed
-----4

Present
------6

Possible
-------6

--- Quorum Votes by Node --Node Name
--------phys-schost-2
phys-schost-3

Present
------1
1

Possible
-------1
1

Status
-----Online
Online

--- Quorum Votes by Device --Device Name
----------/dev/did/rdsk/d3s2
/dev/did/rdsk/d17s2
/dev/did/rdsk/d31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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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1
0
1

Possible
-------1
1
1

Status
-----Online
Onlin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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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방법
완전히 설정된 클러스터 구성에서 연결을 끊기 전에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구성을 해제하려면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남은 마지막 노드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 – 아직 클러스터에 연결되지 않았거나 설치 모드 상태인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수행하지 마십시오. 대신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구성 해제하여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클러스터 노드를 제거하려면 작업 맵에 있는 모든 사전 작업을 정확하게 완료해야
합니다.
표 8–2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clnode remove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구성에서 노드를
제거했는지 확인합니다. 제거할 노드를 클러스터의 노드 인증 목록에 추가하고 영역
클러스터를 제거하는 등의 다른 단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 노드 구성을 해제하되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는 노드에 설치된 채 두려면

clnode remove 명령을 실행한 후에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오.
2

제거할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3

노드에 전역 장치 이름 공간 전용 파티션이 있는 경우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비클러스터
모드로 재부트합니다.
■

SPARC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x86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hutdown -g0 -y -i0 ok boot -x

# shutdown -g0 -y -i0
...
<<< Current Boot Parameters >>>
Boot path: /pci@0,0/pci8086,2545@3/pci8086,1460@1d/pci8086,341a@7,1/
sd@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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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 args:
Type
or
or

b [file-name] [boot-flags] <ENTER> to boot with options
i <ENTER>
to enter boot interpreter
<ENTER>
to boot with defaults

<<< timeout in 5 seconds >>>
Select (b)oot or (i)nterpreter: b -x
4

/etc/vfstab 파일에서 /global/.devices 전역 마운트를 제외하고 전역으로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 항목을 모두 제거합니다.

5

비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재부트합니다.
■

SPARC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ok boot -x

■

x86 기반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a. GRUB 메뉴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적절한 Oracle Solaris 항목을 선택하고 e를
입력하여 해당 명령을 편집합니다.
GRUB 기반 부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oting and Shutting Down Oracle Solaris
on x86 Platforms의 “Booting an x86 Based System to a Specified State (Task Map)”를
참조하십시오.
b. 부트 매개 변수 화면에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kernel 항목을 선택하고 e를
입력하여 항목을 편집합니다.
c. 명령에 -x를 추가하여 시스템 부트를 비클러스터 모드로 지정합니다.
d. Enter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부트 매개 변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화면에 편집된 명령이 표시됩니다.
e. b를 입력하여 비클러스터 모드로 노드를 부트합니다.
주 – 커널 부트 매개 변수 명령에 대한 변경 사항은 시스템을 재부트하면
사라집니다. 다음에 노드를 재부트하면 클러스터 모드로 부트됩니다. 비클러스터
모드로 부트하려면 이 단계를 다시 실행하여 -x 옵션을 커널 부트 매개 변수
명령에 추가합니다.

6

Oracle Solaris Cluster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파일이 없는 디렉토리(예: 루트(/)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phys-schost#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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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드 구성을 해제하고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hys-schost# scinstall -r [-b bename]

-r

클러스터 구성 정보를 제거하고 클러스터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노드를 다시 설치하거나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b bootenvironmentname

새 부트 환경(제거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에 부트할 위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 지정은 선택 사항입니다. 부트
환경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cinstall(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8

제거를 완료한 후에 이 노드에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려면 새
부트 환경으로 부트하도록 노드를 재부트합니다.

9

이 클러스터에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른
클러스터 장치와 연결된 전송 케이블 및 전송 스위치가 있으면 연결 해제합니다.
a. 제거된 노드가 병렬 SCS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저장 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송
케이블 연결을 제거한 후에 저장 장치의 열린 SCSI 커넥터에 SCSI 터미네이터를
설치하십시오.
제거되는 노드가 광섬유 채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저장 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면
터미네이터 장치가 없어도 됩니다.
b. 연결 해제 절차는 호스트 어댑터 및 서버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따릅니다.
참고 – 전역 장치 이름 공간의 lofi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1 페이지 “전역
장치 이름 공간 마이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노드 제거 문제 해결
이 절에서는 clnode remove 명령을 실행할 때 표시될 수 있는 오류 메시지와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거되지 않은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항목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제거한 전역 클러스터 노드의 vfstab 파일에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참조 항목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Verifying that no unexpected global mounts remain in /etc/vfstab ... failed
clnode: global-mount1 is still configured as a global 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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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node: global-mount1 is still configured as a global mount.
clnode: /global/dg1 is still configured as a global mount.
clnode: It is not safe to uninstall with these outstanding errors.
clnode: Refer to the documentation for complete uninstall instructions.
clnode: Uninstall failed.

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193 페이지 “클러스터 노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돌아가 해당 절차를 반복합니다. 단계 4 명령을 다시
실행하기 전에 이 절차의 Step 4를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장치 그룹의 목록에서 제거되지 않은 항목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제거한 노드가 장치 그룹 목록에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Verifying that no device services still reference this node ... failed
clnode: This node is still configured to host device service "
service".
clnode: This node is still configured to host device service "
service2".
clnode: This node is still configured to host device service "
service3".
clnode: This node is still configured to host device service "
dg1".
clnode: It is not safe to uninstall with these outstanding errors.
clnode: Refer to the documentation for complete uninstall instructions.
clnode: Uninstall failed.

Oracle Solaris Cluster SNMP 이벤트 MIB 만들기, 설정
및 관리
이 절에서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이벤트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를 만들기, 설정 및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Oracle Solaris
Cluster SNMP 이벤트 MIB를 활성화, 비활성화 및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는 현재 MIB 중 이벤트 MIB만 지원합니다. SNMP 관리자
소프트웨어는 실시간으로 클러스터 이벤트를 트랩합니다. 사용 가능한 경우 SNMP
관리자는 clsnmphost 명령을 통해 정의된 모든 호스트에 트랩 알림을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MIB는 최근 50개 이벤트의 읽기 전용 테이블을 유지합니다. 클러스터가
많은 수의 알림을 생성하므로 warning 이상의 심각도를 포함하는 이벤트만 트랩
알림으로 전송됩니다. 재부트 시 이 정보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SNMP 이벤트 MIB는 sun-cluster-event-mib.mib 파일에 정의되어 있으며
/usr/cluster/lib/mib 디렉토리에 위치합니다. 이 정의는 SNMP 트랩 정보를 해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6

Oracle Solaris Cluster 시스템 관리 설명서 • 2012년 3월, E26937-02

클러스터 관리 개요

이벤트 SNMP 모듈의 기본 포트 번호는 11161이고 SNMP 트랩의 기본 포트는
11162입니다. 이러한 포트 번호는 공통 에이전트 컨테이너 등록 정보 파일(
/etc/cacao/instances/default/private/cacao.properties)을 수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SNMP 이벤트 MIB의 만들기, 설정 및 관리에는 다음 작업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표 9–2

작업 맵: Oracle Solaris Cluster SNMP 이벤트 MIB 만들기, 설정 및 관리

작업

지침

SNMP 이벤트 MIB 사용

197 페이지 “SNMP 이벤트 MIB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SNMP 이벤트 MIB 사용 안함

198 페이지 “SNMP 이벤트 MIB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방법”

SNMP 이벤트 MIB 변경

198 페이지 “SNMP 이벤트 MIB를 변경하는 방법”

SNMP 호스트를 MIB에 대한 트랩
통지를 수신할 호스트 목록에 추가

199 페이지 “SNMP 호스트가 노드에서 SNMP 트랩을
수신하도록 설정하는 방법”

SNMP 호스트 제거

200 페이지 “SNMP 호스트가 노드에서 SNMP 트랩을
수신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

SNMP 사용자 추가

200 페이지 “노드에서 SNMP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

SNMP 사용자 제거

201 페이지 “노드에서 SNMP 사용자를 제거하는 방법”

▼ SNMP 이벤트 MIB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SNMP 이벤트 MIB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SNMP 이벤트 MIB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phys-schost-1# clsnmpmib enable [-n node] MIB

[-n node]

사용으로 설정하려는 이벤트 MIB가 있는 node를 지정합니다. 노드
이름 또는 노드 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노드가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MIB

사용으로 설정하려는 MIB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 MIB
이름은 event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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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MP 이벤트 MIB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SNMP 이벤트 MIB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SNMP 이벤트 MIB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phys-schost-1# clsnmpmib disable -n node MIB

-n node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는 이벤트 MIB가 있는 node를 지정합니다.
노드 이름 또는 노드 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노드가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MIB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는 MIB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
event를 지정해야 합니다.

▼ SNMP 이벤트 MIB를 변경하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SNMP 이벤트 MIB의 프로토콜을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SNMP 이벤트 MIB의 프로토콜을 변경합니다.
phys-schost-1# clsnmpmib set -n node -p version=value MIB

-n node
변경하려는 이벤트 MIB가 있는 node를 지정합니다. 노드 이름 또는 노드 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노드가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p version=value
MIB와 함께 사용할 SNMP 프로토콜의 버전을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value를
지정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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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ersion=SNMPv3
version=snmpv3
version=3

MIB
MIB 또는 하위 명령을 적용할 MIB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 event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피연산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하위 명령에서 모든 MIB를 의미하는
기본값 더하기 기호(+)를 사용합니다. MIB 피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모든
명령줄 옵션 뒤의 공백으로 구분된 목록에 MIB를 지정하십시오.

▼ SNMP 호스트가 노드에서 SNMP 트랩을 수신하도록 설정하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MIB에 대한 트랩 알림을 수신할 호스트 목록에 노드의 SNMP 호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다른 노드에 있는 커뮤니티의 SNMP 호스트 목록에 호스트를 추가합니다.
phys-schost-1# clsnmphost add -c SNMPcommunity [-n node] host

-c SNMPcommunity
호스트 이름과 함께 사용되는 SNMP 커뮤니티 이름을 지정합니다.
public 이외의 커뮤니티에 호스트를 추가할 때에는 SNMP 커뮤니티
이름(SNMPcommunity)을 지정해야 합니다. -c 옵션 없이 add 하위 명령을 사용할 경우,
하위 명령은 기본 커뮤니티 이름으로 public을 사용합니다.
지정한 커뮤니티 이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 명령은 커뮤니티를 생성합니다.
-n node
클러스터의 SNMP MIB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SNMP 호스트의 node 이름을
지정합니다. 노드 이름 또는 노드 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노드가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host
클러스터의 SNMP MIB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호스트의 이름, IP 주소 또는 IPv6
주소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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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MP 호스트가 노드에서 SNMP 트랩을 수신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MIB에 대한 트랩 알림을 수신할 호스트 목록에서 노드의 SNMP 호스트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지정한 노드에 있는 커뮤니티의 SNMP 호스트 목록에서 호스트를 제거합니다.
phys-schost-1# clsnmphost remove -c SNMPcommunity -n node host

remove
지정한 노드에서 지정한 SNMP 호스트를 제거합니다.
-c SNMPcommunity
SNMP 호스트가 제거된 SNMP 커뮤니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n node
구성에서 SNMP 호스트가 제거되는 node 이름을 지정합니다. 노드 이름 또는 노드
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노드가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host
구성에서 제거된 호스트의 이름, IP 주소 또는 IPv6 주소를 지정합니다.
지정한 SNMP 커뮤니티에서 모든 호스트를 제거하려면 host에 -c 옵션과 함께 덧셈
부호(+)를 사용합니다. 모든 호스트를 제거하려면 host에 덧셈 부호(+)를 사용합니다.

▼ 노드에서 SNMP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노드의 SNMP 사용자 구성에 SNMP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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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MP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phys-schost-1# clsnmpuser create -n node -a authentication \
-f password user

-n node

SNMP 사용자를 추가할 노드를 지정합니다. 노드 이름 또는 노드
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노드가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a authentication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데 사용되는 인증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인증 프로토콜 값은 SHA 또는 MD5가 될 수 있습니다.

-f password

SNMP 사용자 암호가 포함된 파일을 지정합니다. 새 사용자를 만들
때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명령이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옵션은 add 하위 명령에서만 유효합니다.
다음 형식과 같이 사용자 암호를 별도의 행에 지정해야 합니다.
user:password

암호에는 다음 문자 또는 공백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
■
■
■

user

; (세미콜론)
: (콜론)
\ (백슬래시)
\n (새 줄)

추가하려는 SNMP 사용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노드에서 SNMP 사용자를 제거하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노드의 SNMP 사용자 구성에서 SNMP 사용자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SNMP 사용자를 제거합니다.
phys-schost-1# clsnmpuser delete -n node user

-n node

SNMP 사용자를 제거할 노드를 지정합니다. 노드 이름 또는 노드
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노드가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user

제거하려는 SNMP 사용자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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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한계 구성
로드 한계를 설정하여 노드 간에 자원 그룹 로드 자동 배포를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클러스터 노드에 대해 일련의 로드 한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원 그룹에
로드 요소를 할당하며 로드 요소는 노드의 정의된 로드 한계에 해당합니다. 기본 동작은
자원 그룹의 노드 목록에 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노드에서 자원 그룹 로드를 균등하게
배포하는 것입니다.
자원 그룹은 RGM에 의해 자원 그룹의 노드 목록에 있는 노드에서 시작되어 노드의 로드
한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RGM에서 노드에 자원 그룹을 할당하면 각 노드에서
자원 그룹의 로드 요소가 합계되어 총 로드를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총 로드는 노드의
로드 한계와 비교됩니다.
로드 한계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
■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
소프트 한계 값 – 소프트 로드 한계를 일시적으로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드 한계 값 – 하드 로드 한계는 초과할 수 없으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명령 하나만으로 하드 한계와 소프트 한계를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 중 하나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clnode create-loadlimit, clnode
set-loadlimit 및 clnode delete-loadlimit 명령을 사용하여 각 노드에 대한 하드 및
소프트 로드 한계를 만들고 수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node(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노드에서 재배치되지 않도록 리소스 그룹의 우선 순위를 더 높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preemption_mode 등록 정보를 설정하여 노드 과부화로 인해 자원 그룹이
우선 순위가 더 높은 자원 그룹에 의해 노드에서 선점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concentrate_load 등록 정보를 사용하면 자원 그룹 로드를 최대한 적은 수의 노드로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concentrate_load 등록 정보의 기본값은 FALSE입니다.
주 – 전역 클러스터 또는 영역 클러스터의 노드에 대해 로드 한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 clsetup 유틸리티 또는 Oracle Solaris Cluster Manag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로드 한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명령줄을 사용하여 로드 한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노드에 대해 로드 한계를 구성하는 방법
1

2

전역 클러스터의 임의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로드 균형을 사용할 노드에 대해 로드 한계를 만들고 설정합니다.
# clnode create-loadlimit -p limitname=mem_load -Z zc1 -p
softlimit=11 -p hardlimit=20 node1 node2 nod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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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 영역 클러스터 이름은 zc1입니다. 샘플 등록 정보는 mem_load이고 샘플 한계는
11이며 하드 로드 한계는 20입니다. 하드 및 소프트 한계는 선택 인수이며 특별히
정의하지 않는 한 기본값은 무제한으로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node(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각 자원 그룹에 로드 요소 값을 지정합니다.
# clresourcegroup set -p load_factors=mem_load@50,factor2@1 rg1 rg2

이 예에서는 두 자원 그룹에 대해 로드 요소가 rg1 및 rg2로 설정됩니다. 로드 요소 설정은
노드의 정의된 로드 한계에 해당합니다. clresourceroup create 명령을 사용하여 자원
그룹을 만드는 동안 이 단계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resourcegroup(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원하는 경우 기존 로드를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clrg remaster).
# clresourcegroup remaster rg1 rg2

이 명령은 자원 그룹을 현재 마스터에서 다른 노드로 이동하여 로드를 균일하게
배포합니다.
5

원하는 경우 특정 자원 그룹에 더 높은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clresourcegroup set -p priority=600 rg1

기본 우선 순위는 500입니다. 우선 순위 값이 더 높은 자원 그룹은 노드 할당에서 우선
순위가 낮은 자원 그룹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6

원하는 경우 Preemption_mode 등록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clresourcegroup set -p Preemption_mode=No_cost rg1

HAS_COST, NO_COST 및 NEVER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resourcegroup(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7

원하는 경우 Concentrate_load 플래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cluster set -p Concentrate_load=TRUE

8

원하는 경우 자원 그룹 간에 유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양수 또는 음수 유사성은 로드 배포보다 우선합니다. 강력한 유사성을
위반하거나 하드 로드 한계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유사성과 하드 로드 한계를
모두 설정한 경우 두 제약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면 일부 자원 그룹이 강제로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영역 클러스터 zc1의 자원 그룹 rg1과 영역 클러스터 zc2의 자원 그룹 rg2
사이에 강력한 양의 유사성을 지정합니다.
# clresourcegroup set -p RG_affinities=++zc2:rg2 zc1:rg1

9

클러스터에서 모든 전역 클러스터 노드와 영역 클러스터 노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clnode status -Z all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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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에는 노드에 정의된 로드 한계 설정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또는 관리 에이전트의 포트 번호 변경
클러스터를 부트하면 공통 에이전트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주 – 노드에 대한 정보를 보려고 할 때 시스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공통 에이전트
컨테이너 network-bind-address 매개 변수가 올바른 값 0.0.0.0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network-bind-address 매개 변수의 값을 표시합니다.
# cacaoadm get-param network-bind-address
network-bind-address=0.0.0.0
2. 매개 변수 값이 0.0.0.0이 아닌 다른 값이면 매개 변수 값을 변경합니다.
# cacaoadm stop
# cacaoadm set-param network-bind-address=0.0.0.0
# cacaoadm start

▼ 공통 에이전트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서비스 또는 관리 에이전트의

포트 번호를 변경하는 방법
공통 에이전트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기본 포트 번호가 실행 중인 다른 프로세스와
충돌하는 경우 cacaoadm 명령을 사용하여 각 클러스터 노드에서 충돌하는 서비스 또는
관리 에이전트의 포트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클러스터 노드에서 공통 에이전트 컨테이너 관리 데몬을 중지합니다.
# /opt/bin/cacaoadm stop

2

get-param 하위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공통 에이전트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포트 번호를 검색합니다.
# /opt/bin/cacaoadm get-param parameterName

cacaoadm 명령을 사용하여 다음 공통 에이전트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포트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에이전트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서비스와 에이전트 및
해당되는 매개 변수 이름의 예를 제공하는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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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xmp-connector-port

SNMP 포트

snmp-adapte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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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트랩 포트

snmp-adapter-trap-port

명령 스트림 포트

commandstream-adapter-port

주 – 노드에 대한 정보를 보려고 할 때 시스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공통 에이전트
컨테이너 network-bind-address 매개 변수가 올바른 값 0.0.0.0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network-bind-address 매개 변수의 값을 표시합니다.
# cacaoadm get-param network-bind-address
network-bind-address=0.0.0.0
2. 매개 변수 값이 0.0.0.0이 아닌 다른 값이면 매개 변수 값을 변경합니다.
# cacaoadm stop
# cacaoadm set-param network-bind-address=0.0.0.0
# cacaoadm start
3

포트 번호를 변경합니다.
# /opt/bin/cacaoadm set-param parameterName=parameterValue

4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단계 3을 반복합니다.

5

모든 클러스터 노드에서 공통 에이전트 컨테이너 관리 데몬을 다시 시작합니다.
# /opt/bin/cacaoadm start

영역 클러스터 관리 작업 수행
영역 경로 이동,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영역 클러스터 준비, 영역 클러스터 복제 등
영역 클러스터에서 기타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명령은 전역
클러스터의 투표 노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주 – 프로파일을 구성하기 위해 clzonecluster install - c를 실행할 때 영역 클러스터의

영역이 구성됩니다. -c config_profile 옵션 사용 지침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영역 클러스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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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전역 클러스터의 투표 노드에서만 실행되는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은 영역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역에서의 올바른 명령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Oracle Solaris Cluster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 9–3

기타 영역 클러스터 작업

작업

지침

새 영역 경로로 영역 경로 이동

clzonecluster move -f zonepath zoneclustername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영역 클러스터 준비

clzonecluster ready -n nodename
zoneclustername

영역 클러스터 복제

clzonecluster clone -Z source- zoneclustername
[-m copymethod] zoneclustername
clone 하위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소스 영역
클러스터를 중지합니다. 대상 영역 클러스터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역 클러스터 제거

206 페이지 “영역 클러스터를 제거하는 방법”

영역 클러스터에서 파일 시스템 제거

207 페이지 “영역 클러스터에서 파일 시스템을
제거하는 방법”

영역 클러스터에서 저장 장치 제거

209 페이지 “영역 클러스터에서 저장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노드 제거 문제 해결

195 페이지 “노드 제거 문제 해결”

Oracle Solaris Cluster SNMP 이벤트 MIB 만들기,
설정 및 관리

196 페이지 “Oracle Solaris Cluster SNMP 이벤트
MIB 만들기, 설정 및 관리”

영역 클러스터를 제거하는 방법
특정 영역 클러스터를 삭제하거나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전역 클러스터에 구성된 모든
영역 클러스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기 전에 영역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이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2

영역 클러스터에서 모든 자원 그룹과 해당 자원을 삭제합니다.
phys-schost# clresourcegroup delete -F -Z zonecluster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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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이 단계는 전역 클러스터 노드에서 수행됩니다. 대신 영역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이

단계를 수행하려면 영역 클러스터 노드에 로그인하고 명령에서 -Z zonecluster를
생략합니다.
3

영역 클러스터를 중지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halt zoneclustername

4

영역 클러스터를 제거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uninstall zoneclustername

5

영역 클러스터를 구성 해제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delete zoneclustername

예 9–11

전역 클러스터에서 영역 클러스터 제거
phys-schost# clresourcegroup delete -F -Z sczone +
phys-schost# clzonecluster halt sczone
phys-schost# clzonecluster uninstall sczone
phys-schost# clzonecluster delete sczone

▼

영역 클러스터에서 파일 시스템을 제거하는 방법
직접 마운트 또는 루프백 마운트를 사용하여 영역 클러스터로 파일 시스템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영역 클러스터는 다음에 대한 직접 마운트를 지원합니다.
■
■
■

UFS 로컬 파일 시스템
Oracle Solaris ZFS(데이터 세트로 내보냄)
지원되는 NAS 장치의 NFS

영역 클러스터는 다음에 대한 루프백 마운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UFS 로컬 파일 시스템
UFS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HAStoragePlus 또는 ScalMountPoint 자원을 구성하여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를
관리합니다. 영역 클러스터에 파일 시스템을 추가하는 지침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영역 클러스터에 파일 시스템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9장 • 클러스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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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역 클러스터를 호스트하는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이 절차의 일부 단계는 전역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수행됩니다. 다른 단계는 영역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수행됩니다.

2

제거할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자원을 삭제합니다.
a. 제거할 영역 클러스터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 구성된 Oracle Solaris Cluster 자원 유형(예:
HAStoragePlus 및 SUNW.ScalMountPoint)을 식별하고 제거합니다.
phys-schost# clresource delete -F -Z zoneclustername fs_zone_resources

b. 해당되는 경우 제거할 파일 시스템에 대해 전역 클러스터에 구성된 Oracle Solaris
Cluster 리소스를 식별하고 제거합니다.
phys-schost# clresource delete -F fs_global_resources

-F 옵션은 먼저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한 모든 자원의 삭제를
강제 실행하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정한 모든 자원이 다른 자원의 자원
종속성 설정에서 제거되므로 클러스터에서 서비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삭제되지 않은 종속 자원은 잘못된 상태나 오류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resource(1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제거된 자원에 대한 자원 그룹이 나중에 비게 되면 자원 그룹을 삭제해도 됩니다.
3

파일 시스템 마운트 지점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를 결정합니다.
예:
phys-schost# clzonecluster configure zoneclustername

4

영역 클러스터 구성에서 파일 시스템을 제거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configure zoneclustername
clzc:zoneclustername> remove fs dir=filesystemdirectory
clzc:zoneclustername> commit

파일 시스템 마운트 지점은 dir=로 지정됩니다.
5

파일 시스템 제거를 확인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show -v zoneclustername

예 9–12

영역 클러스터에서 고가용성 로컬 파일 시스템 제거
이 예에서는 sczone이라는 영역 클러스터에 구성된 마운트 지점
디렉토리(/local/ufs-1)가 있는 파일 시스템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자원은
hasp-rs이며 HAStoragePlus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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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schost# clzonecluster show -v sczone
...
Resource Name:
fs
dir:
/local/ufs-1
special:
/dev/md/ds1/dsk/d0
raw:
/dev/md/ds1/rdsk/d0
type:
ufs
options:
[logging]
...
phys-schost# clresource delete -F -Z sczone hasp-rs
phys-schost# clzonecluster configure sczone
clzc:sczone> remove fs dir=/local/ufs-1
clzc:sczone> commit
phys-schost# clzonecluster show -v sczone
예 9–13

영역 클러스터에서 고가용성 ZFS 파일 시스템 제거
이 예에서는 SUNW.HAStoragePlus 유형의 hasp-rs 리소스에 있는 sczone 영역 클러스터에
구성된 HAzpool이라는 ZFS 풀에서 ZFS 파일 시스템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show -v sczone
...
Resource Name:
dataset
name:
HAzpool
...
phys-schost# clresource delete -F -Z sczone hasp-rs
phys-schost# clzonecluster configure sczone
clzc:sczone> remove dataset name=HAzpool
clzc:sczone> commit
phys-schost# clzonecluster show -v sczone

▼

영역 클러스터에서 저장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영역 클러스터에서 Solaris Volume Manager 디스크 세트 및 DID 장치와 같은 저장 장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영역 클러스터에서 저장 장치를 제거하려면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1

영역 클러스터를 호스트하는 전역 클러스터의 한 노드에서 수퍼유저로 전환합니다.
이 절차의 일부 단계는 전역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수행됩니다. 다른 단계는 영역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제거할 장치와 관련된 자원을 삭제합니다.
제거할 영역 클러스터의 장치에 대해 구성된 Oracle Solaris Cluster 자원 유형(예:
SUNW.HAStoragePlus 및 SUNW.ScalDeviceGroup)을 식별하고 제거합니다.
phys-schost# clresource delete -F -Z zoneclustername dev_zone_resources

3

제거할 장치에 일치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show -v zoneclustername
...
Resource Name:
device
9장 • 클러스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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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
...
4

<device_match>

영역 클러스터 구성에서 장치를 제거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configure zoneclustername
clzc:zoneclustername> remove device match=<devices_match>
clzc:zoneclustername> commit
clzc:zoneclustername> end

5

영역 클러스터를 재부트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reboot zoneclustername

6

장치 제거를 확인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show -v zoneclustername

예 9–14

영역 클러스터에서 SVM 디스크 세트 제거
이 예에서는 sczone이라는 영역 클러스터에 구성된 apachedg라는 Solaris Volume
Manager 디스크 세트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pachedg 디스크 세트의 세트
번호는 3입니다. 이 장치는 클러스터에 구성된 zc_rs 자원에서 사용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show -v sczone
...
Resource Name:
device
match:
/dev/md/apachedg/*dsk/*
Resource Name:
device
match:
/dev/md/shared/3/*dsk/*
...
phys-schost# clresource delete -F -Z sczone zc_rs
phys-schost#
lrwxrwxrwx 1
phys-schost#
clzc:sczone>
clzc:sczone>
clzc:sczone>
clzc:sczone>
phys-schost#
phys-schost#

예 9–15

ls -l /dev/md/apachedg
root root 8 Jul 22 23:11 /dev/md/apachedg -> shared/3
clzonecluster configure sczone
remove device match=/dev/md/apachedg/*dsk/*
remove device match=/dev/md/shared/3/*dsk/*
commit
end
clzonecluster reboot sczone
clzonecluster show -v sczone

영역 클러스터에서 DID 장치 제거
이 예에서는 sczone이라는 영역 클러스터에 구성된 DID 장치 d10 및 d11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장치는 클러스터에 구성된 zc_rs 자원에서 사용됩니다.
phys-schost# clzonecluster show -v sczone
...
Resource Name:
device
match:
/dev/did/*dsk/d10*
Resource Name:
device
match:
/dev/did/*dsk/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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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ys-schost#
phys-schost#
clzc:sczone>
clzc:sczone>
clzc:sczone>
clzc:sczone>
phys-schost#
phys-schost#

clresource delete -F -Z sczone zc_rs
clzonecluster configure sczone
remove device match=/dev/did/*dsk/d10*
remove device match=/dev/did/*dsk/d11*
commit
end
clzonecluster reboot sczone
clzonecluster show -v sczone

문제 해결
이 절에서는 테스트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역 클러스터 외부에서 응용 프로그램 실행
▼ 비클러스터 모드로 부트된 노드에서 Solaris Volume Manager 메타

세트를 가져오는 방법
테스트 목적으로 전역 클러스터 외부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1

쿼럼 장치가 Solaris Volume Manager 메타 세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쿼럼
장치에서 SCSI2 또는 SCSI3 예약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phys-schost# clquorum show

a. 쿼럼 장치가 Solaris Volume Manager 메타 세트에 있는 경우 나중에 비클러스터 모드로
가져올 메타 세트의 일부가 아닌 새 쿼럼 장치를 추가합니다.
phys-schost# clquorum add did

b. 이전의 쿼럼 장치를 제거합니다.
phys-schost# clqorum remove did

c. 쿼럼 장치에서 SCSI2 예약을 사용하는 경우 이전 쿼럼에서 SCSI2 예약을 스크럽하고
남아 있는 SCSI2 예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pgre 명령 실행 방법을 알아보려면 Oracle Support에서 제공하는 Diagnostic Toolkit
패키지(ha-cluster/diagnostic/tool-kit)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2

비클러스터 모드에서 부트할 전역 클러스터 노드를 비웁니다.
phys-schost# clresourcegroup evacuate -n target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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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AStorage 또는 HAStoragePlus 자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비클러스터 모드에서 가져올
메타 세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장치 또는 파일 시스템이 포함된 자원 그룹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phys-schost# clresourcegroup offline resourcegroupname

4

오프라인으로 전환한 자원 그룹의 모든 자원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phys-schost# clresource disable resourcename

5

자원 그룹을 관리 해제합니다.
phys-schost# clresourcegroup unmanage resourcegroupname

6

해당하는 장치 그룹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phys-schost# cldevicegroup offline devicegroupname

7

장치 그룹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phys-schost# cldevicegroup disable devicegroupname

8

수동 노드를 비클러스터 모드로 부트합니다.
phys-schost# reboot -x

9

진행하기 전에 부트 프로세스가 수동 노드에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phys-schost# svcs -x

10

메타 세트의 디스크에 SCSI3 예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메타 세트의 모든 디스크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phys-schost# /usr/cluster/lib/sc/scsi -c inkeys -d /dev/did/rdsk/dids2

11

SCSI3 예약이 디스크에 있는 경우 스크럽합니다.
phys-schost# /usr/cluster/lib/sc/scsi -c scrub -d /dev/did/rdsk/dids2

12

비워진 노드에 메타 세트를 가져옵니다.
phys-schost# metaset -s name -C take -f

13

메타 세트에 정의된 장치가 포함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phys-schost# mount device mountpoint

14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원하는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테스트를 완료하면 응용
프로그램을 중지합니다.

15

노드를 재부트하고 부트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phys-schost# reboot

16

장치 그룹을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phys-schost# cldevicegroup online -e devicegroup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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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원 그룹을 시작합니다.
phys-schost# clresourcegroup online -emM resourcegroupname

손상된 디스크 세트 복구
디스크 세트가 손상되었거나 클러스터의 노드가 디스크 세트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상태를 지우려는 시도가 실패한 경우 디스크
세트를 수정하는 마지막 시도로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이 절차는 Solaris Volume Manager 메타 세트 및 복수 소유자 Solaris Volume Manager 메타
세트에 적용됩니다.

▼ Solaris Volume Manager 소프트웨어 구성을 저장하는 방법
처음부터 디스크 세트를 복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metastat 명령을 사용하여 복제본을 정기적으로 백업하거나 Oracle
Explorer(SUNWexplo)를 사용하여 백업을 만드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저장된
구성을 사용하여 디스크 세트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prtvtoc 및 metastat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구성을 파일에 저장한 다음 디스크 세트와 해당 구성 요소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214 페이지 “Solaris Volume Manager 소프트웨어 구성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1

디스크 세트의 각 디스크에 대한 파티션 테이블을 저장합니다.
# /usr/sbin/prtvtoc /dev/global/rdsk/diskname > /etc/lvm/diskname.vtoc

2

Solaris Volume Manager 소프트웨어 구성을 저장합니다.
# /bin/cp /etc/lvm/md.tab /etc/lvm/md.tab_ORIGINAL
# /usr/sbin/metastat -p -s setname >> /etc/lvm/md.tab
주 – /etc/vfstab 파일과 같은 다른 구성 파일에서 Solaris Volume Manager 소프트웨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동일한 Solaris Volume Manager 소프트웨어 구성이
재구축된다고 가정하므로 마운트 정보가 동일합니다. 세트를 소유하는 노드에서 Oracle
Explorer(SUNWexplo)를 실행하면 prtvtoc 및 metaset —p 정보를 검색합니다.

▼ 손상된 디스크 세트를 지우는 방법
하나의 노드 또는 모든 노드에서 세트를 지우면 구성이 제거됩니다. 노드에서 디스크
세트를 지우려면 노드에 디스크 세트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야 합니다.
1

모든 노드에서 purge 명령을 실행합니다.
# /usr/sbin/metaset -s setnam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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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을 실행하면 Oracle Solaris Cluster 저장소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에서도 디스크 세트 정보가 제거됩니다. -P 및 -C 옵션을 사용하면 Solaris Volume
Manager 환경을 완전히 재구축하지 않고도 디스크 세트를 지울 수 있습니다.
주 – 노드가 클러스터 모드에서 부트되는 동안 복수 소유자 디스크 세트를 지우면 Oracle

Support에서 제공하는 Diagnostic Toolkit 패키지(ha-cluster/diagnostic/tool-kit)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툴킷은 dcs 구성 파일에서 정보를 제거합니다.
단계 2를 참조하십시오.
2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에서 디스크 세트 정보만 제거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usr/sbin/metaset -s setname -C purge

일반적으로 -C 옵션이 아닌 -P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C 옵션을 사용하면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서 디스크 세트를 계속 인식하므로 디스크 세트를 다시 만드는 동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metaset 명령과 함께 -C 옵션을 사용한 경우 먼저 디스크 세트를 만들어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b. 문제가 있는 경우 Diagnostic Toolkit 패키지(ha-cluster/diagnostic/tool-kit)를 사용하여
dcs 구성 파일에서 정보를 제거합니다.
purge 옵션이 실패하면 최신 커널 및 메타 장치 업데이트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Oracle
Solaris Cluster에 연결합니다.

▼ Solaris Volume Manager 소프트웨어 구성을 다시 만드는 방법
Solaris Volume Manager 소프트웨어 구성이 완전히 손실된 경우에만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Solaris Volume Manager 구성 및 해당 구성 요소를
저장하고 손상된 디스크 세트를 지웠다고 가정합니다.
주 – 중재자는 2 노드 클러스터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1

새 디스크 세트를 만듭니다.
# /usr/sbin/metaset -s setname -a -h nodename1 nodename2

복수 소유자 디스크 세트인 경우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새 디스크 세트를 만듭니다.
/usr/sbin/metaset -s setname -aM -h nodename1 nodename2
2

세트를 만든 것과 동일한 호스트에서 필요한 경우 중재자 호스트를 추가합니다(2 노드만
해당).
/usr/sbin/metaset -s setname -a -m nodename1 nodenam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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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한 디스크를 동일한 이 호스트의 디스크 세트에 추가합니다.
/usr/sbin/metaset -s setname -a /dev/did/rdsk/diskname /dev/did/rdsk/diskname

4

디스크 세트를 지운 경우 다시 만들려면 VTOC(Volume Table of Contents)가 디스크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할 세트를 다시 만드는 경우 /etc/lvm/diskname .vtoc 파일에 저장된 구성에
따라 디스크의 형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
# /usr/sbin/fmthard -s /etc/lvm/d4.vtoc /dev/global/rdsk/d4s2
# /usr/sbin/fmthard -s /etc/lvm/d8.vtoc /dev/global/rdsk/d8s2

이 명령은 모든 노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5

각 메타 장치에 대한 기존 /etc/lvm/md.tab 파일에서 구문을 확인합니다.
# /usr/sbin/metainit -s setname -n -a metadevice

6

저장된 구성으로 각 메타 장치를 만듭니다.
# /usr/sbin/metainit -s setname -a metadevice

7

파일 시스템이 메타 장치에 있는 경우 fsck 명령을 실행합니다.
# /usr/sbin/fsck -n /dev/md/setname/rdsk/metadevice

fsck 명령에 수퍼 블록 개수와 같은 몇 가지 오류만 표시되면 장치가 올바르게 재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n 옵션 없이 fsck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류가
나타나면 메타 장치를 올바르게 재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올바르게 재구성한 경우 fsck
오류를 검토하여 파일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복구할 수 없는 경우
백업에서 데이터를 복구해야 합니다.
8

모든 클러스터 노드의 다른 모든 메타 세트를 /etc/lvm/md.tab 파일에
연결(concatenate)한 다음 로컬 디스크 세트를 연결(concatenate)합니다.
# /usr/sbin/metastat -p >> /etc/lvm/md.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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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사용 제어 구성

CPU의 사용을 제어하려면 CPU 제어 기능을 구성해야 합니다. CPU 제어 기능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g_properties(5)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217 페이지 “CPU 제어 소개”
218 페이지 “CPU 제어 구성”

CPU 제어 소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서는 CPU 사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CPU 제어 기능은 Oracle Solaris OS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프로젝트, 자원 풀, 프로세서 세트 및 클래스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관리: Oracle Solaris Zones, Oracle Solaris 10 Zones 및 리소스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OS에서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CPU 공유를 자원 그룹에 할당
프로세서를 자원 그룹에 할당

시나리오 선택
선택하는 구성 및 운영 체제의 버전에 따라 CPU 제어 레벨이 달라집니다. 이 장에 설명된
CPU 제어의 모든 측면은 automated로 설정된 자원 그룹 등록 정보 RG_SLM_TYPE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 10–1에서는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구성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합니다.
217

CPU 제어 구성

표 10–1

CPU 제어 시나리오

설명

지침

자원 그룹이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에서
실행됩니다.

218 페이지 “전역 클러스터의 투표 노드에서 CPU
사용을 제어하는 방법”

CPU 공유를 자원 그룹에 지정하여
project.cpu-shares 및 zone.cpu-shares에 대한
값을 제공합니다.

페어 쉐어 스케줄러
자원 그룹에 CPU 공유를 할당하는 절차의 첫번째 단계는 시스템의 스케줄러가 페어
쉐어 스케줄러(Fare Share Scheduler, FSS)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Oracle Solaris OS의 일정 계획 클래스는 TS(Timesharing Schedule)입니다. 스케줄러를
FSS로 설정하여 공유 구성을 적용합니다.
선택하는 스케줄러 클래스와 관계없이 전용 프로세서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CPU 제어 구성
이 절에는 다음 절차가 포함됩니다.
■

▼

218 페이지 “전역 클러스터의 투표 노드에서 CPU 사용을 제어하는 방법”

전역 클러스터의 투표 노드에서 CPU 사용을
제어하는 방법
이 절차를 수행하여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에서 실행될 자원 그룹에 CPU 공유를
할당합니다.
자원 그룹에 CPU 공유를 할당하면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가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에서 자원 그룹의 자원을 시작할 때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 투표 노드에 할당된 CPU 공유 수(zone.cpu-shares)를 지정한
CPU 공유 수로 늘립니다.

■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 투표 노드에 SCSLM_resourcegroup_name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당 자원 그룹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지정한 수의 CPU
공유(project.cpu-shares)가 할당됩니다.

■

SCSLM_ resourcegroup_name 프로젝트의 자원을 시작합니다.

CPU 제어 기능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g_properties(5)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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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의 기본 스케줄러를 페어 쉐어 스케줄러(FSS)로 설정합니다.
# dispadmin -d FSS

다음 부트 시 FSS가 기본 스케줄러가 됩니다. 이 구성을 즉시 적용하려면 priocntl 명령을
사용합니다.
# priocntl -s -C FSS

priocntl 및 dispadmin 명령 조합을 사용하면 FSS가 즉시 기본 스케줄러가 되고 재부트
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일정 계획 클래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spadmin(1M) 및
priocntl(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 – FSS가 기본 스케줄러가 아닐 경우, CPU 공유 할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각 노드에서 CPU 제어를 사용하려면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에 대한 공유 수 및 기본
프로세서 세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소 CPU 수를 구성합니다.
globalzoneshares 및 defaultpsetmin 등록 정보에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등록
정보의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 clnode set [-p globalzoneshares=integer] \
[-p defaultpsetmin=integer] \
node

-p defaultpsetmin= defaultpsetmininteger

기본 프로세서 세트에서 사용 가능한 최소
CPU 공유 수를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p globalzoneshares= integer

투표 노드에 할당되는 공유 수를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node

설정할 등록 정보의 노드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등록 정보를 설정하면 투표 노드에 대한 등록 정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3

해당 등록 정보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clnode show node

지정하는 노드에 대해 clnode 명령은 등록 정보 세트와 이러한 등록 정보에 대해
설정되는 값을 출력합니다. clnode를 사용하여 CPU 제어 등록 정보를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4

CPU 제어 기능을 구성합니다.
# clresourcegroup create -p RG_SLM_TYPE=automated \
[-p RG_SLM_CPU_SHARES=value] resource_group_name

-p RG_SLM_TYPE=automated

10장 • CPU 사용 제어 구성

CPU 사용을 제어하고 시스템 리소스 관리를 위한 Oracle
Solaris OS의 일부 구성 단계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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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G_SLM_CPU_SHARES= value

자원 그룹 고유 프로젝트인 project.cpu-shares에
할당되는 CPU 공유 수를 지정하고 투표 노드인
zone.cpu-shares에 할당되는 CPU 공유 수를
결정합니다.

resource_group_name

자원 그룹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RG_SLM_PSET_TYPE 등록 정보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투표 노드에서 이 등록
정보는 default 값을 사용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원 그룹을 생성합니다. 또는 clresourcegroup set 명령을 사용하여
기존 자원 그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구성 변경 사항을 활성화합니다.
# clresourcegroup online -emM resource_group_name

resource_group_name

자원 그룹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주 – SCSLM_resource_group_name 프로젝트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project.max-lwps 등록 정보를 구성하여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원 제어를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rojmod(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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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 장에서는 다음 절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
■
■

221 페이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요”
222 페이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24 페이지 “패키지 제거”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요
모든 클러스터 구성원 노드가 적절한 클러스터 작업을 수행하려면 동일한 업데이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드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전에 클러스터
멤버쉽에서 노드를 일시적으로 제거하거나 전체 클러스터를 중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업그레이드 - 클러스터를 최신 주 또는 부 Oracle Solaris Cluster 릴리스로
업그레이드하고 모든 패키지를 업데이트하여 Oracle Solaris OS를 업데이트합니다. 주
릴리스의 예는 Oracle Solaris Cluster 4.0에서 5.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부
릴리스의 예는 Oracle Solaris Cluster 4.0에서 4.1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scinstall 유틸리티 또는 scinstall -u update 명령을 실행하여 새 부트 환경(부트
가능한 이미지 인스턴스)을 만들고, 사용 중이 아닌 마운트 지점에 부트 환경을
마운트하고, 비트를 업데이트하고, 새 부트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처음에 복제 환경을
만들면 추가 공간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업데이트를 수행한 후에
클러스터를 재부트해야 합니다. 또한 Oracle Solaris OS를 최신 호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Oracle Solaris Cluster Upgrade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solaris 브랜드 유형의 페일오버 영역이 있는 경우 Oracle Solaris Cluster Upgrade
Guide의 “How to Upgrade Failover Zones”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

업데이트 - 특정 Oracle Solaris Cluster 패키지를 다양한 SRU 레벨로 업데이트합니다.
pkg 명령 중 하나를 사용하여 SRU(Service Repository Update)의 IPS(Image Packaging
System) 패키지를 업데이트합니다. SRU는 대개 정기적으로 릴리스되고 업데이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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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키지 및 결함 수정을 포함합니다. 저장소에 모든 IPS 패키지 및 업데이트된
패키지가 들어 있습니다. pkg update 명령을 실행하면 Oracle Solaris 운영 체제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가 모두 호환 버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업데이트를 수행한 후에 클러스터를 재부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223 페이지
“특정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다음 표에서 Oracle Solaris Cluster 릴리스 또는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의
패키지를 업그레이드/업데이트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표 11–1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

지침

전체 클러스터를 새로운 주 또는 부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Oracle Solaris Cluster Upgrade Guide의 “How to
Perform a Standard Upgrade”

특정 패키지 업데이트

223 페이지 “특정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쿼럼 서버 또는 AI 설치 서버 업데이트

224 페이지 “쿼럼 서버 또는 AI 설치 서버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Oracle Solaris Cluster 패키지 제거

224 페이지 “패키지를 제거하는 방법”
225 페이지 “쿼럼 서버 또는 AI 설치 서버 패키지를
제거하는 방법”

클러스터를 새 릴리스로 업그레이드
이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전에 클러스터를 비클러스터 모드로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는 항상 새 부트 환경에서 발생하고 기존 부트 환경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 부트 환경의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고, 자동 생성된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침은 Oracle Solaris Cluster Upgrade Guide의 “How to Perform a Standard
Upgrade”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데이터 서비스와 Geographic
Edition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서비스를 별도로
업그레이드하려면 Oracle Solaris Cluster Data Services Planning and Administration
Guide의 “Overview of the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Process”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Cluster Geographic Edition을 별도로 업그레이드하려면 Oracle Solaris Cluster
Geographic Edition Installation Guide 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 Oracle Solaris OS도 최신 릴리스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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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패키지 업데이트
IPS 패키지는 Oracle Solaris 11 운영 체제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각 IPS 패키지는
FMRI(Fault Managed Resource Indicator)로 설명되고 pkg(1) 명령을 사용하여 SRU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scinstall - u 명령을 사용하여 SRU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Oracle Solaris Cluster 데이터 서비스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위해 특정
패키지의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정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admin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패키지를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게시자의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려면 pkg-fmri에 게시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 pkg update pkg-fmri
주의 – pkg-fmri를 지정하지 않은 채 pkg update 명령을 사용하면 업데이트 가능한 모든
설치된 패키지가 업데이트됩니다.

설치된 패키지의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이미지와 호환되는 경우 패키지가
해당 버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패키지에 reboot-needed 플래그가 true로 설정된 이진이
있는 경우 pkg update pkg-fmri 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새 부트 환경이 생성되고 업데이트
후에 새 부트 환경으로 부트됩니다. 업데이트 중인 패키지에 재부트를 강제하는 이진이
없는 경우 pkg update 명령이 라이브 이미지를 업데이트하고 재부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데이터 서비스 에이전트(ha-cluster/data-service/* 또는 일반 데이터 서비스
에이전트인 ha-cluster/ha-service/gds)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a. # pkg change-facet facet.version-lock.pkg name=false
b. # pkg update pkg name
예:
# pkg change-facet facet.version-lock.ha-cluster/data-service/weblogic =false
# pkg update ha-cluster/data-service/weblogic
에이전트를 고정하고 업데이트를 막으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pkg change-facet facet.version-lock.pkg name=false
# pkg freeze pkg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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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에이전트 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 소프트웨어 패키지 추가 및
업데이트의 “선택적 구성 요소의 설치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4

패키지가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pkg verify -v pkg-fmri

쿼럼 서버 또는 AI 설치 서버 업데이트
아래의 절차를 사용하여 쿼럼 서버 또는 AI(자동 설치 프로그램) 설치 서버의 패키지를
업데이트합니다. 쿼럼 서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Oracle Solaris Cluster 쿼럼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AI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Oracle Solaris 및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구성하는
방법(자동 설치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 쿼럼 서버 또는 AI 설치 서버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1
2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admin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쿼럼 서버 또는 AI 설치 서버 패키지를 업데이트합니다.
# pkg update ha-cluster/*

설치된 ha-cluster 패키지의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이미지와 호환되는
경우 패키지가 해당 버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주의 – pkg update 명령을 실행하면 시스템에 설치된 모든 ha-cluster 패키지가

업데이트됩니다.

패키지 제거
단일 패키지 또는 여러 패키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패키지를 제거하는 방법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admin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기존 패키지를 제거합니다.
# pkg uninstall pkg-f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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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패키지를 제거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 pkg uninstall pkg-fmri pkg-fmri

제거하려는 pkg-fmri에 다른 설치된 패키지가 종속되는 경우 pkg uninstall 명령을
실패합니다. pkg-fmri를 제거하려면 pkg uninstall 명령과 함께 모든 pkg-fmri 종속
항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패키지 제거에 대한 추가 정보는 Oracle Solaris 11 소프트웨어
패키지 추가 및 업데이트 및 pkg(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1
2

쿼럼 서버 또는 AI 설치 서버 패키지를 제거하는 방법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admin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쿼럼 서버 또는 AI 설치 서버 패키지를 제거합니다.
# pkg uninstall ha-cluster/*
주의 – 이 명령은 시스템에 설치된 모든 ha-cluster 패키지를 제거합니다.

업데이트 팁
Oracle Solaris Cluster 업데이트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다음 팁을 사용합니다.
■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전에 SRU의 README 파일을 읽어보십시오.

■

저장 장치의 업데이트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운영 환경에서 클러스터를 실행하기 전에 모든 업데이트를 적용하십시오.

■

하드웨어 펌웨어 레벨을 검사하고 필요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하십시오.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는 하드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클러스터 구성원 기능을 하는 모든 노드에 동일한 업데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

클러스터 부속 시스템에 항상 최신 업데이트를 설치하십시오. 업데이트에는 볼륨
관리, 저장 장치 펌웨어 및 클러스터 전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요 업데이트 후에 페일오버를 테스트하십시오. 클러스터 작동이 저하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업데이트를 취소하십시오.

■

새로운 Oracle Solaris Cluster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Oracle Solaris Cluster
Upgrade Guide 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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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백업 및 복원

이 장은 다음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27 페이지 “클러스터 백업”
230 페이지 “클러스터 파일 복원”

클러스터 백업
클러스터를 백업하기 전에 백업할 파일 시스템의 이름을 찾아보고, 전체 백업을 포함할
테이프 수량을 계산하고, ZFS 루트 파일 시스템을 백업하십시오.
표 12–1

작업 맵: 클러스터 파일 백업

작업

지침

미러 또는 플렉스 파일 시스템에 대해 온라인 백업 227 페이지 “미러를 온라인으로 백업하는
수행
방법(Solaris Volume Manager)”

▼

클러스터 구성 백업

229 페이지 “클러스터 구성을 백업하는 방법”

스토리지 디스크에 대한 디스크 분할 영역 구성
백업

사용 중인 스토리지 디스크에 대한 문서 참조

미러를 온라인으로 백업하는 방법(Solaris Volume
Manager)
미러된 Solaris Volume Manager 볼륨은 마운트 해제하거나 전체 미러를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하지 않고도 백업할 수 있습니다. 하위 미러 중 하나는 일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여 미러링을 제거해야 하지만 백업이 완료되면 바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동기화되므로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미러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업을 수행하면 현재 작동하는 파일 시스템의
"스냅샷"이 백업됩니다.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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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fs 명령이 실행되기 직전에 프로그램에서 볼륨에 데이터를 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이 노드에서 실행되는 모든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십시오. 또한 백업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클러스터가 오류 없이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백업할 클러스터 노드의 수퍼유저 또는 그와 동등한 역할로 전환합니다.

2

metaset 명령을 사용하여 백업된 볼륨에 소유권을 가진 노드를 확인합니다.
# metaset -s setname

-s setname

디스크 세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etaset(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lockfs 명령을 -w 옵션과 함께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의 쓰기를 잠급니다.
# lockfs -w mountpoint

자세한 내용은 lockfs(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metastat 명령을 사용하여 하위 미러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 metastat -s setname -p

-p

md.tab 파일과 유사한 형식으로 상태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etastat(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metadetach 명령을 사용하여 미러에서 한 하위 미러를 오프라인으로 가져옵니다.
# metadetach -s setname mirror submirror

자세한 내용은 metadetach(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 – 읽기 기능은 다른 하위 미러에서 계속 제공합니다. 그러나 미러에 첫번째 쓰기

작업이 수행되면 그 때부터 오프라인 상태의 하위 미러에 대한 동기화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의 하위 미러가 다시 온라인 상태로 전환되면 이러한 불일치
문제가 해결됩니다. fsck 명령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6

lockfs 명령에 -u 옵션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 잠금을 해제하고 쓰기를 허용하여
계속합니다.
# lockfs -u mount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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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일 시스템 검사를 수행합니다.
# fsck /dev/md/diskset/rdsk/submirror

8

오프라인 상태의 하위 미러를 테이프나 다른 백업 매체에 백업합니다.
주 – 하위 미러에 대해 블록 장치(/dsk) 이름이 아닌 원시 장치(/rdsk) 이름을 사용합니다.

9

metattach 명령을 사용하여 메타 장치 또는 볼륨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 metattach -s setname mirror submirror

메타 장치 또는 볼륨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미러와 다시 동기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metattach(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0

metastat 명령을 사용하여 하위 미러가 재동기화되는지 확인합니다.
# metastat -s setname mirror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관리: ZFS 파일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

클러스터 구성을 백업하는 방법
클러스터 구성을 아카이브하고 사용 중인 클러스터 구성을 쉽게 복구하려면 클러스터
구성을 주기적으로 백업합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에서는 사용 중인 클러스터 구성을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파일로 내보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1

클러스터의 노드에 로그인하여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read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2

클러스터 구성 정보를 파일로 내보냅니다.
# /usr/cluster/bin/cluster export -o configfile

configfile

3

클러스터 명령이 클러스터 구성 정보를 내보내는 XML 구성 파일의
이름입니다. XML 구성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configuration(5CL)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구성 정보를 XML 파일로 성공적으로 내보냈는지 확인합니다.
# vi config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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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파일 복원
ZFS 루트 파일 시스템을 새 디스크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나 파일 시스템을 복원하려면 먼저 다음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

필요한 테이프

■

파일 시스템을 복원할 원시 장치 이름

■

사용 중인 테이프 드라이브의 유형

■

테이프 드라이브에 대한 장치 이름(로컬 또는 원격)

■

실패한 모든 디스크에 대한 분할 영역 구조(분할 영역 및 파일 시스템이 대체
디스크에 정확히 복사되어야 하기 때문임)

표 12–2

▼

작업 맵: 클러스터 파일 복원

작업

지침

Solaris Volume Manager의 경우 ZFS
루트(/) 파일 시스템 복원

230 페이지 “ZFS 루트(/) 파일 시스템을 복원하는
방법(Solaris Volume Manager)”

ZFS 루트(/) 파일 시스템을 복원하는 방법(Solaris
Volume Manager)
이 절차를 사용하여 ZFS 루트(/) 파일 시스템을 새 디스크로 복원합니다(예: 잘못된 루트
디스크 교체 후). 복원하는 노드를 부트하면 안됩니다. 복원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클러스터가 오류 없이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 루트 파일 시스템을 제외하면 UFS가
지원됩니다. UFS는 공유 디스크에서 Solaris Volume Manager 메타 세트의 메타 장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 새 디스크는 오류가 발생한 디스크와 같은 형식으로 분할해야 하므로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분할 영역 구조를 확인하고 적절한 형식으로 파일 시스템을 다시
만듭니다.
phys-schost# 프롬프트는 전역 클러스터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장문형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명령에는
단문형도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 이름이 장문형과 단문형인 것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1

230

복원할 노드도 연결되어 있는 디스크 세트에 대해 액세스 권한이 있는 클러스터 노드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
복원할 노드가 아닌 다른 노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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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메타 세트에서 복원 중인 노드의 호스트 이름을 제거합니다.
제거하는 노드가 아닌 메타 세트의 노드에서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복원할 노드가
오프라인 상태이므로 시스템에는 RPC: Rpcbind failure - RPC: Timed out 오류가
표시됩니다. 이 오류를 무시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metaset -s setname -f -d -h nodelist

3

-s setname

디스크 세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f

디스크 세트에서 마지막 호스트를 삭제합니다.

-d

디스크 세트에서 삭제합니다.

-h nodelist

디스크 세트에서 삭제할 노드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ZFS 루트 파일 시스템(/)을 복원합니다.
ZFS 루트 풀 또는 루트 풀 스냅샷을 복구하려면 Oracle Solaris Administration: ZFS File
Systems의 “How to Replace a Disk in a ZFS Root Pool”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주 – /global/.devices/node@nodeid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globaldevices 백업 파일이 백업 디렉토리에 존재하면 ZFS 루트 복원과 함께
복원됩니다. globaldevices SMF 서비스에 의해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4

노드를 복수 사용자 모드로 재부트합니다.
# reboot

5

장치 ID를 대체합니다.
# cldevice repair rootdisk

6

metadb 명령을 사용하여 상태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을 다시 만듭니다.
# metadb -c copies -af raw-disk-device

-c copies

만들 복제본의 수를 지정합니다.

-f raw-disk-device

복제본을 만들 원시 디스크 장치입니다.

-a

복제본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etadb(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7

복원된 노드가 아닌 다른 클러스터 노드에서 복원된 노드를 모든 디스크 세트에
추가합니다.
phys-schost-2# metaset -s setname -a -h nodelist

-a

호스트를 만들어 디스크 세트에 추가합니다.

노드가 클러스터 모드로 재부트됩니다. 이제 클러스터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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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2–1

ZFS 루트(/) 파일 시스템 복원(Solaris Volume Manager)
다음 예에서는 phys-schost-1 노드로 복원된 루트(/) 파일 시스템을 보여 줍니다.
phys-schost-1 노드를 제거하고 나중에 schost-1 디스크 세트에 다시 추가하기 위해
클러스터의 다른 노드인 phys-schost-2에서 metaset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른 명령은
모두 phys-schost-1에서 실행됩니다. 새 부트 블록은 /dev/rdsk/c0t0d0s0에 만들어지고
상태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세 개는 /dev/rdsk/c0t0d0s4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Administration: ZFS File Systems의 “Repairing
Damaged Data”를 참조하십시오.

[Become superuser or assume a role that provides solaris.cluster.modify RBAC authorization on a cluster node
other than the node to be restored.]
[Remove the node from the metaset:]
phys-schost-2# metaset -s schost-1 -f -d -h phys-schost-1
[Replace the failed disk and boot the node:]
Restore the root (/) and /usr file system using the procedure in the Solaris system
administration documentation
[Reboot:]
# reboot
[Replace the disk ID:]
# cldevice repair /dev/dsk/c0t0d0
[Re-create state database replicas:]
# metadb -c 3 -af /dev/rdsk/c0t0d0s4
[Add the node back to the metaset:]
phys-schost-2# metaset -s schost-1 -a -h phys-scho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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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예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호스트
기반 데이터 복제 구성
이 부록에서는 Oracle Solaris Cluster Cluster Geographic Edition을 사용하지 않는 호스트
기반 복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호스트 기반 복제에 Oracle
Solaris Cluster Geographic Edition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간에 호스트 기반 복제의 구성 및
작업을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73 페이지 “데이터 복제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이 부록의 예에서는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간에
호스트 기반 데이터 복제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예에서는 NFS 응용
프로그램의 전체 클러스터 구성을 보여주어 개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든 작업은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예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클러스터 구성에 필요한 단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퍼유저 대신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노드에 액세스할
경우, 모든 Oracle Solaris Cluster 명령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는 RBAC 역할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퍼유저가 아닐 경우 이러한 일련의 데이터 복제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Oracle Solaris Cluster RBAC 인증이 필요합니다.
■
■
■

solaris.cluster.modify
solaris.cluster.admin
solaris.cluster.read

RBAC 역할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관리: 보안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각 Oracle Solaris Cluster 하위 명령에 필요한 RBAC 인증에 대해서는 Oracle Solaris Cluster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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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의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
이해
이 절에서는 재해 허용 한계를 소개하고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복제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해 허용 한계는 기본 클러스터를 실패할 때 대체 클러스터에 응용 프로그램을
복원하는 기능입니다. 재해 허용 한계는 데이터 복제 및 테이크오버를 기반으로 합니다.
테이크오버는 하나 이상의 자원 그룹 및 장치 그룹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보조 클러스터로 재배치합니다.
기본 클러스터와 보조 클러스터 간에 동기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할 경우 기본 사이트를
실패할 때 커밋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할
경우 기본 사이트를 실패할 때 일부 데이터가 보조 클러스터로 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복제
방법
이 절에서는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원격 미러 복제 방법 및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sndradm 및 iiadm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ndradm(1M) 및 ii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미러 복제
그림 A–1에서는 원격 미러 복제를 보여 줍니다. 기본 디스크의 마스터 볼륨 데이터가
TCP/IP 연결을 통해 보조 디스크의 마스터 볼륨으로 복제됩니다. 원격 미러 비트맵이 1차
디스크의 마스터 볼륨과 2차 디스크의 마스터 볼륨 사이의 차이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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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

원격 미러 복제

원격 미러 복제는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으로 실시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클러스터에
설정된 볼륨 각각은 동기식 복제나 비동기식 복제로 개별 구성될 수 있습니다.
■

동기식 데이터 복제에서는 원격 볼륨이 업데이트된 다음에야 쓰기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비동기식 데이터 복제에서는 원격 볼륨이 업데이트되기 전에 쓰기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비동기식 데이터 복제는 원거리 및 낮은 대역폭 환경에서 보다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
그림 A–2에서는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을 보여 줍니다. 각 디스크의 마스터 볼륨
데이터가 동일한 디스크의 섀도우 볼륨으로 복사됩니다. 포인트 인 타임 비트맵은
마스터 볼륨과 섀도우 볼륨 간의 차이를 추적합니다. 섀도우 볼륨에 데이터가 복사되면
포인트 인 타임 비트맵이 다시 설정됩니다.

부록 A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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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

구성 예에서의 복제
그림 A–3에서는 이 구성 예에서 원격 미러 복제 및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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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

구성 예에서의 복제

클러스터 간 호스트 기반 데이터 복제 구성 지침
이 절에서는 클러스터 간에 데이터 복제를 구성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복제 자원
그룹 및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 구성에 대한 팁을 제공합니다. 클러스터에서 데이터
복제를 구성할 때 이 지침을 사용합니다.
이 절은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37 페이지 “복제 자원 그룹 구성”
238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 구성”
■
■

■

239 페이지 “페일오버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원 그룹 구성”
240 페이지 “확장 가능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원 그룹 구성”

241 페이지 “테이크오버 관리 지침”

복제 자원 그룹 구성
복제 자원 그룹은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 통제하의 장치 그룹을 논리적
호스트 이름 자원과 함께 배치합니다. 논리적 호스트 이름은 각 데이터 복제 스트림 끝에
존재해야 하고, 장치의 기본 I/O 경로와 동일한 클러스터 노드에 있어야 합니다. 복제
자원 그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

페일오버 자원 그룹 만들기

부록 A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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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일오버 자원은 한 번에 한 노드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페일오버가 발생하면
페일오버 자원이 페일오버에 참여합니다.
■

논리적 호스트 이름 자원 소유
논리적 호스트 이름은 각 클러스터(기본 및 보조)의 한 노드에서 호스트되고,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 데이터 복제 스트림의 소스 및 대상 주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HAStoragePlus 자원 소유
HAStoragePlus 자원은 복제 자원 그룹이 스위치오버 또는 페일오버될 때 장치 그룹의
페일오버를 적용합니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또한 장치 그룹이
스위치오버될 때 복제 자원 그룹의 페일오버를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제 자원
그룹과 장치 그룹은 항상 동일한 노드에서 나란히 배열되거나 마스터됩니다.
다음 확장 등록 정보가 HAStoragePlus 자원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

GlobalDevicePaths. 이 확장 등록 정보는 볼륨이 속한 장치 그룹을 정의합니다.

■

AffinityOn property = True. 이 확장 등록 정보는 복제 자원 그룹이 스위치오버 또는
페일오버될 때 해당 자원 그룹을 스위치오버 또는 페일오버합니다. 이 기능을
유사성 스위치오버라고 합니다.

HAStoragePlu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W.HAStoragePlus(5)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함께 배치되는 장치 그룹의 이름에 따라 이름 지정 후 -stor-rg 추가
예를 들어 devgrp-stor-rg와 같습니다.

■

기본 클러스터 및 보조 클러스터 모두에서 온라인화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 구성
고가용성을 제공하려면 응용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은 페일오버 응용 프로그램이나 확장 가능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ZPoolsSearchDir 확장 등록 정보가 HAStoragePlus 자원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 확장 등록
정보는 Z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본 클러스터에서 구성된 응용 프로그램 자원 및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은 보조
클러스터에서도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 자원에서 액세스하는 데이터는
보조 클러스터에 복제되어야 합니다.
이 절에서는 다음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 구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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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일오버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원 그룹 구성
페일오버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한 번에 한 노드에서
실행됩니다. 해당 노드가 실패하면 응용 프로그램은 동일한 클러스터의 다른 노드로
페일오버됩니다. 페일오버 응용 프로그램의 자원 그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이 스위치오버 또는 페일오버될 때 파일 시스템이나 zpool의
페일오버를 적용할 HAStoragePlus 자원을 소유합니다.
장치 그룹은 복제 자원 그룹 및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과 함께 나란히 배열됩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이 페일오버되면 장치 그룹 및 복제 자원 그룹도
페일오버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 복제 자원 그룹 및 장치 그룹은 동일한
노드에서 마스터됩니다.
그러나 장치 그룹이나 복제 자원 그룹이 페일오버되면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이
페일오버되지 않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가 전역으로 마운트될 경우,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에
HAStoragePlus 자원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가 로컬로 마운트될 경우,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에
HAStoragePlus 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HAStoragePlu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W.HAStoragePlus(5)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기본 클러스터에서는 온라인, 보조 클러스터에서는 오프라인이어야 합니다.
보조 클러스터가 기본 클러스터를 대신하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은 보조
클러스터에서 온라인화되어야 합니다.

그림 A–4에서는 페일오버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 및 복제 자원
그룹의 구성을 보여 줍니다.

부록 A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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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

페일오버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원 그룹 구성

확장 가능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원 그룹 구성
확장 가능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 노드에서 실행되어
단일한 논리 서비스를 만듭니다. 확장 가능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노드가 실패할
경우 페일오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다른 노드에서 계속 실행됩니다.
확장 가능 응용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의 자원으로 관리되는 경우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장치 그룹과 함께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에 대해 HAStoragePlus 자원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확장 가능 응용 프로그램의 자원 그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

공유 주소 자원 그룹에 대한 종속성 있음
확장 가능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노드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산하기 위해 공유
주소를 사용합니다.

■

기본 클러스터에서는 온라인, 보조 클러스터에서는 오프라인이어야 함

그림 A–5에서는 확장 가능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자원 그룹의 구성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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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

확장 가능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원 그룹 구성

테이크오버 관리 지침
기본 클러스터를 실패하면 가능한 빨리 응용 프로그램이 보조 클러스터로
스위치오버되어야 합니다. 보조 클러스터로 스위치오버하려면 DNS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DNS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논리적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와
매핑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보조 클러스터로 이동하는 테이크오버를 마친 후에, 응용
프로그램의 논리적 호스트 이름과 새 IP 주소 간의 매핑을 반영하도록 DNS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부록 A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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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6

클라이언트를 클러스터에 DNS 매핑

DNS를 업데이트하려면 nsupdate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supdate(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테이크오버를 관리하는 방법의 예는 265 페이지
“테이크오버를 관리하는 방법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복구 후에 기본 클러스터를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기본
클러스터로 다시 전환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1. 기본 클러스터를 보조 클러스터와 동기화하여 기본 볼륨이 최신이 되게 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 노드에서 자원 그룹을 중지하여 복제 데이터 스트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데이터 복제 방향을 반대로 합니다. 원래의 기본 클러스터가 현재가 되도록 다시 한번
원래의 보조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3. 기본 클러스터에서 자원 그룹을 시작합니다.
4. 클라이언트가 기본 클러스터의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DNS를
업데이트합니다.

작업 맵: 데이터 복제 구성의 예
표 A–1은 이 예에서 NFS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복제를 구성하는 방법의 작업 목록입니다.
표 A–1

242

작업 맵: 데이터 복제 구성의 예

작업

지침

1. 클러스터를 연결하고 설치합니다.

243 페이지 “클러스터 연결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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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

작업 맵: 데이터 복제 구성의 예

(계속)

작업

지침

2. 기본 클러스터 및 보조 클러스터에서 장치
그룹, NFS 응용 프로그램용 파일 시스템 및 자원
그룹을 구성합니다.

245 페이지 “장치 그룹 및 자원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의 예”

3. 기본 클러스터 및 보조 클러스터에서 데이터
복제를 활성화합니다.

257 페이지 “기본 클러스터에서 복제를 활성화하는
방법”
259 페이지 “보조 클러스터에서 복제를 활성화하는
방법”

4. 데이터 복제를 수행합니다.

260 페이지 “원격 미러 복제를 수행하는 방법”
262 페이지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을 수행하는
방법”

5. 데이터 복제 구성을 확인합니다.

263 페이지 “복제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클러스터 연결 및 설치
그림 A–7에서는 구성 예에서 사용하는 클러스터 구성을 보여 줍니다. 이 구성 예에서
보조 클러스터는 단일 노드를 포함하지만 다른 클러스터 구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록 A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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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7

클러스터 구성 예

표 A–2에는 구성 예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 및 업데이트를 설치하기 전에 Oracle Solaris OS,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및 볼륨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클러스터 노드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 A–2

필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노드 하드웨어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는 Oracle Solaris OS를
사용하는 모든 서버에서 지원됩니다.
사용할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Hardware Administration Manual을 참조하십시오.

디스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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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필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계속)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Oracle Solaris OS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에서 지원되는 Oracle Solaris OS
릴리스입니다.
모든 노드는 같은 Oracle Solaris OS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Oracle Solaris Cluster 4.0 소프트웨어

볼륨 관리자 소프트웨어

Solaris Volume Manager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노드에서 동일한 버전의 볼륨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4 장, “Solaris Volume Manager 소프트웨어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

다양한 클러스터에서 다양한 버전의 Oracle Solaris OS 및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클러스터 간에 동일한
버전의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 릴리스의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 StorageTek Availability 설명서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보를 보려면 My Oracle Support에
로그인하십시오.

장치 그룹 및 자원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의 예
이 절에서는 NFS 응용 프로그램에서 장치 그룹 및 자원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추가 정보는 237 페이지 “복제 자원 그룹 구성” 및 238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이 절에서는 다음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
■
■
■
■
■
■
■

246 페이지 “기본 클러스터에 장치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
247 페이지 “보조 클러스터에 장치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
249 페이지 “NFS 응용 프로그램에서 기본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
250 페이지 “NFS 응용 프로그램에서 보조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
250 페이지 “기본 클러스터에서 복제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
252 페이지 “보조 클러스터에서 복제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
253 페이지 “기본 클러스터에서 NFS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
255 페이지 “보조 클러스터에서 NFS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

부록 A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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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페이지 “복제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다음 표에서는 구성 예에서 만든 그룹 및 자원의 이름 목록을 표시합니다.
표 A–3

구성 예의 그룹 및 자원 요약

그룹 또는 자원

이름

설명

장치 그룹

devgrp

장치 그룹

복제 자원 그룹 및 자원

devgrp-stor-rg

복제 자원 그룹

lhost-reprg-prim,
lhost-reprg-sec

기본 및 보조 클러스터에서 복제 자원
그룹의 논리 호스트 이름

devgrp-stor

복제 자원 그룹의 HAStoragePlus 자원

nfs-rg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

lhost-nfsrg-prim,
lhost-nfsrg-sec

기본 및 보조 클러스터에서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의 논리 호스트 이름

nfs-dg-rs

응용 프로그램의 HAStoragePlus 자원

nfs-rs

NFS 자원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 및 자원

devgrp-stor-rg를 제외한 그룹 및 자원의 이름은 예로 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제 자원 그룹의 이름은 devicegroupname -stor-rg 형식이어야 합니다.
Solaris Volume Manager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설치 설명서의 4 장, “Solaris Volume Manager 소프트웨어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기본 클러스터에 장치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

다음 절의 지침 및 요구 사항을 읽습니다.
■
■

■

1

234 페이지 “클러스터의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 이해”
237 페이지 “클러스터 간 호스트 기반 데이터 복제 구성 지침”

243 페이지 “클러스터 연결 및 설치”에 설명된 대로 기본 및 보조 클러스터를
설정합니다.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로
nodeA에 액세스합니다.
노드 nodeA는 기본 클러스터의 첫번째 노드입니다. 어떤 노드가 nodeA인지 미리
알리려면 그림 A–7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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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FS 데이터 및 연관된 복제를 포함하는 메타 세트를 만듭니다.
nodeA# metaset -s nfsset a -h nodeA nodeB

3

메타 세트에 디스크를 추가합니다.
nodeA# metaset -s nfsset -a /dev/did/dsk/d6 /dev/did/dsk/d7

4

메타 세트에 중재자를 추가합니다.
nodeA# metaset -s nfsset -a -m nodeA nodeB

5

필요한 볼륨(또는 메타 장치)을 만듭니다.
미러의 두 구성 요소를 만듭니다.
nodeA# metainit -s nfsset d101 1 1 /dev/did/dsk/d6s2
nodeA# metainit -s nfsset d102 1 1 /dev/did/dsk/d7s2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미러를 만듭니다.
nodeA# metainit -s nfsset d100 -m d101

나머지 구성 요소를 미러에 연결하고 동기화하도록 허용합니다.
nodeA# metattach -s nfsset d100 d102

다음과 같이 미러에서 소프트 분할 영역을 만듭니다.
■

d200 - NFS 데이터(마스터 볼륨):
nodeA# metainit -s nfsset d200 -p d100 50G

■

d201 - NFS 데이터의 포인트 인 타임 복사본 볼륨:
nodeA# metainit -s nfsset d201 -p d100 50G

■

d202 - 포인트 인 타임 비트맵 볼륨:
nodeA# metainit -s nfsset d202 -p d100 10M

■

d203 - 원격 섀도우 비트맵 볼륨:
nodeA# metainit -s nfsset d203 -p d100 10M

■

d204 - Solaris Cluster SUNW.NFS 구성 정보의 볼륨:
nodeA# metainit -s nfsset d204 -p d100 100M

6

NFS 데이터 및 구성 볼륨에 대한 파일 시스템을 만듭니다.
nodeA# yes | newfs /dev/md/nfsset/rdsk/d200
nodeA# yes | newfs /dev/md/nfsset/rdsk/d204

다음 순서

247 페이지 “보조 클러스터에 장치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 보조 클러스터에 장치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246 페이지 “기본 클러스터에 장치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 절차를 완료합니다.
부록 A • 예

247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호스트 기반 데이터 복제 구성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로
nodeC에 액세스합니다.

2

NFS 데이터 및 연관된 복제를 포함하는 메타 세트를 만듭니다.
nodeC# metaset -s nfsset a -h nodeC

3

메타 세트에 디스크를 추가합니다.
아래 예에서 디스크 DID 번호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합니다.
nodeC# metaset -s nfsset -a /dev/did/dsk/d3 /dev/did/dsk/d4
주 – 단일 노드 클러스터에는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필요한 볼륨(또는 메타 장치)을 만듭니다.
미러의 두 구성 요소를 만듭니다.
nodeC# metainit -s nfsset d101 1 1 /dev/did/dsk/d3s2
nodeC# metainit -s nfsset d102 1 1 /dev/did/dsk/d4s2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미러를 만듭니다.
nodeC# metainit -s nfsset d100 -m d101

나머지 구성 요소를 미러에 연결하고 동기화하도록 허용합니다.
metattach -s nfsset d100 d102

다음과 같이 미러에서 소프트 분할 영역을 만듭니다.
■

d200 - NFS 데이터 마스터 볼륨:
nodeC# metainit -s nfsset d200 -p d100 50G

■

d201 - NFS 데이터의 포인트 인 타임 복사본 볼륨:
nodeC# metainit -s nfsset d201 -p d100 50G

■

d202 - 포인트 인 타임 비트맵 볼륨:
nodeC# metainit -s nfsset d202 -p d100 10M

■

d203 - 원격 섀도우 비트맵 볼륨:
nodeC# metainit -s nfsset d203 -p d100 10M

■

d204 - Solaris Cluster SUNW.NFS 구성 정보의 볼륨:
nodeC# metainit -s nfsset d204 -p d100 100M

5

NFS 데이터 및 구성 볼륨에 대한 파일 시스템을 만듭니다.
nodeC# yes | newfs /dev/md/nfsset/rdsk/d200
nodeC# yes | newfs /dev/md/nfsset/rdsk/d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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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249 페이지 “NFS 응용 프로그램에서 기본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 NFS 응용 프로그램에서 기본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247 페이지 “보조 클러스터에 장치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 절차를 완료합니다.

1

nodeA 및 nodeB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admin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로 전환합니다.

2

nodeA 및 nodeB에서 N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마운트 지점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예:
nodeA# mkdir /global/mountpoint

3

nodeA 및 nodeB에서 마운트 지점에 자동으로 마운트되지 않도록 마스터 볼륨을
구성합니다.
nodeA 및 nodeB의 /etc/vfstab 파일에서 다음 텍스트를 추가 또는 대체합니다. 텍스트는
한 행이어야 합니다.
/dev/md/nfsset/dsk/d200 /dev/md/nfsset/rdsk/d200 \
/global/mountpoint ufs 3 no global,logging

4

nodeA 및 nodeB에서 메타 장치 d204의 마운트 지점을 만듭니다.
다음 예에서는 마운트 지점 /global/etc를 만듭니다.
nodeA# mkdir /global/etc

5

nodeA 및 nodeB에서 마운트 지점에 자동으로 마운트되도록 메타 장치 d204를 구성합니다.
nodeA 및 nodeB의 /etc/vfstab 파일에서 다음 텍스트를 추가 또는 대체합니다. 텍스트는
한 행이어야 합니다.
/dev/md/nfsset/dsk/d204 /dev/md/nfsset/rdsk/d204 \
/global/etc ufs 3 yes global,logging

6

nodeA에 메타 장치 d204를 마운트합니다.
nodeA# mount /global/etc

7

Oracle Solaris Cluster HA for NFS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구성 파일 및 정보를 만듭니다.
a. nodeA에 /global/etc/SUNW.nfs라는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nodeA# mkdir -p /global/etc/SUNW.nfs

b. nodeA에 /global/etc/SUNW.nfs/dfstab.nfs-rs 파일을 만듭니다.
nodeA# touch /global/etc/SUNW.nfs/dfstab.nfs-rs

c. nodeA의 /global/etc/SUNW.nfs/dfstab.nfs-rs 파일에 다음 행을 추가합니다.
share -F nfs -o rw -d "HA NFS" /global/mountpoint
부록 A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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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250 페이지 “NFS 응용 프로그램에서 보조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 NFS 응용 프로그램에서 보조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249 페이지 “NFS 응용 프로그램에서 기본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
절차를 완료합니다.

1

nodeC에서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admin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로 전환합니다.

2

nodeC에서 NFS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지점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예:
nodeC# mkdir /global/mountpoint

3

nodeC에서 마운트 지점에 자동으로 마운트되도록 마스터 볼륨을 구성합니다.
nodeC의 /etc/vfstab 파일에서 다음 텍스트를 추가 또는 대체합니다. 텍스트는 한
행이어야 합니다.
/dev/md/nfsset/dsk/d200 /dev/md/nfsset/rdsk/d200 \
/global/mountpoint ufs 3 yes global,logging

4

nodeA에 메타 장치 d204를 마운트합니다.
nodeC# mount /global/etc

5

Oracle Solaris Cluster HA for NFS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구성 파일 및 정보를 만듭니다.
a. nodeA에 /global/etc/SUNW.nfs라는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nodeC# mkdir -p /global/etc/SUNW.nfs

b. nodeA에 /global/etc/SUNW.nfs/dfstab.nfs-rs 파일을 만듭니다.
nodeC# touch /global/etc/SUNW.nfs/dfstab.nfs-rs

c. nodeA의 /global/etc/SUNW.nfs/dfstab.nfs-rs 파일에 다음 행을 추가합니다.
share -F nfs -o rw -d "HA NFS" /global/mountpoint
다음 순서

250 페이지 “기본 클러스터에서 복제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 기본 클러스터에서 복제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1

250

250 페이지 “NFS 응용 프로그램에서 보조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
절차를 완료합니다.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solaris.cluster.admin 및
solaris.cluster.read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로 nodeA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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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NW.HAStoragePlus 자원 유형을 등록합니다.
nodeA# clresourcetype register SUNW.HAStoragePlus

3

장치 그룹의 복제 자원 그룹을 만듭니다.
nodeA# clresourcegroup create -n nodeA,nodeB devgrp-stor-rg

4

-n nodeA,nodeB

클러스터 노드 nodeA 및 nodeB에서 복제 자원 그룹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devgrp-stor-rg

복제 자원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서 devgrp는 장치 그룹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SUNW.HAStoragePlus 자원을 복제 자원 그룹에 추가합니다.
nodeA# clresource create -g devgrp-stor-rg -t SUNW.HAStoragePlus \
-p GlobalDevicePaths=nfsset \
-p AffinityOn=True \
devgrp-stor

-g

자원을 추가할 자원 그룹을 지정합니다.

-p GlobalDevicePaths=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장치
그룹을 지정합니다.

-p AffinityOn=True

SUNW.HAStoragePlus 자원이 -p GlobalDevicePaths=에
정의된 전역 장치 및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대해 유사성
스위치오버를 수행하도록 지정합니다. 따라서 복제 자원
그룹이 페일오버하거나 스위치오버되면 관련 장치 그룹도
스위치오버됩니다.

이러한 확장 등록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W.HAStoragePlus(5)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복제 자원 그룹에 논리적 호스트 이름 자원을 추가합니다.
nodeA# clreslogicalhostname create -g devgrp-stor-rg lhost-reprg-prim

기본 클러스터에 있는 복제 자원 그룹의 논리적 호스트 이름은 lhost-reprg-prim입니다.
6

자원을 활성화하고 자원 그룹을 관리 및 온라인화합니다.
nodeA# clresourcegroup online -emM -n nodeA devgrp-stor-rg

7

-e

연결된 자원을 활성화합니다.

-M

자원 그룹을 관리합니다.

-n

자원 그룹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노드를 지정합니다.

자원 그룹이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nodeA# clresourcegroup status devgrp-stor-rg

부록 A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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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그룹 상태 필드를 검사하여 복제 자원 그룹이 nodeA에서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다음 순서

252 페이지 “보조 클러스터에서 복제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 보조 클러스터에서 복제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250 페이지 “기본 클러스터에서 복제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 절차를 완료합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solaris.cluster.admin 및
solaris.cluster.read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로 nodeC에
액세스합니다.

2

SUNW.HAStoragePlus를 자원 유형으로 등록합니다.
nodeC# clresourcetype register SUNW.HAStoragePlus

3

장치 그룹의 복제 자원 그룹을 만듭니다.
nodeC# clresourcegroup create -n nodeC devgrp-stor-rg

4

create

자원 그룹을 만듭니다.

-n

자원 그룹의 노드 목록을 지정합니다.

devgrp

장치 그룹의 이름입니다.

devgrp-stor-rg

복제 자원 그룹의 이름입니다.

복제 자원 그룹에 SUNW.HAStoragePlus 자원을 추가합니다.
nodeC# clresource create \
-t SUNW.HAStoragePlus \
-p GlobalDevicePaths=nfsset \
-p AffinityOn=True \
devgrp-stor

252

create

자원을 만듭니다.

-t

자원 유형을 지정합니다.

-p GlobalDevicePaths=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장치
그룹을 지정합니다.

-p AffinityOn=True

SUNW.HAStoragePlus 자원이 -p GlobalDevicePaths=에
정의된 전역 장치 및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대해 유사성
스위치오버를 수행하도록 지정합니다. 따라서 복제 자원
그룹이 페일오버하거나 스위치오버되면 관련 장치 그룹도
스위치오버됩니다.

devgrp-stor

복제 자원 그룹의 HAStoragePlus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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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확장 등록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W.HAStoragePlus(5)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복제 자원 그룹에 논리적 호스트 이름 자원을 추가합니다.
nodeC# clreslogicalhostname create -g devgrp-stor-rg lhost-reprg-sec

보조 클러스터에 있는 복제 자원 그룹의 논리적 호스트 이름은 lhost-reprg-sec입니다.
6

자원을 활성화하고 자원 그룹을 관리 및 온라인화합니다.
nodeC# clresourcegroup online -emM -n nodeC devgrp-stor-rg

7

online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e

연결된 자원을 활성화합니다.

-M

자원 그룹을 관리합니다.

-n

자원 그룹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노드를 지정합니다.

자원 그룹이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nodeC# clresourcegroup status devgrp-stor-rg

자원 그룹 상태 필드를 검사하여 복제 자원 그룹이 nodeC에서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다음 순서

253 페이지 “기본 클러스터에서 NFS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 기본 클러스터에서 NFS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NFS에서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절차는 이 응용 프로그램에만 해당되며, 다른 유형의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252 페이지 “보조 클러스터에서 복제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 절차를 완료합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solaris.cluster.admin 및
solaris.cluster.read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로 nodeA에
액세스합니다.

2

SUNW.nfs를 자원 유형으로 등록합니다.
nodeA# clresourcetype register SUNW.nfs

3

SUNW.HAStoragePlus가 자원 유형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합니다.
nodeA# clresourcetype register SUNW.HAStoragePlus

부록 A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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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FS 서비스의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만듭니다.
nodeA# clresourcegroup create \
-p Pathprefix=/global/etc \
-p Auto_start_on_new_cluster=False \
-p RG_affinities=+++devgrp-stor-rg \
nfs-rg

Pathprefix=/global/etc
그룹의 자원에서 관리 파일을 기록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Auto_start_on_new_cluster=False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RG_affinities=+++devgrp-stor-rg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과 함께 배치할 자원 그룹을 지정합니다. 이 예에서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은 복제 자원 그룹 devgrp-stor-rg와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복제 자원 그룹이 새로운 기본 노드로 스위치오버될 경우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은
자동으로 스위치오버됩니다. 그러나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새로운 기본 노드로
스위치오버하려고 시도하면 해당 동작이 배치 요구 사항을 위반하므로 스위치오버가
차단됩니다.
nfs-rg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의 이름
5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에 SUNW.HAStoragePlus 자원을 추가합니다.
nodeA# clresource create -g nfs-rg \
-t SUNW.HAStoragePlus \
-p FileSystemMountPoints=/global/mountpoint \
-p AffinityOn=True \
nfs-dg-rs

create
자원을 만듭니다.
-g
자원이 추가되는 자원 그룹을 지정합니다.
-t SUNW.HAStoragePlus
자원 유형을 SUNW.HAStoragePlus로 지정합니다.
-p FileSystemMountPoints=/global/mountpoint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지점을 전역으로 지정합니다.
-p AffinityOn=True
응용 프로그램 자원이 -p FileSystemMountPoints에 정의된 전역 장치 및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유사성 스위치오버를 수행하도록 지정합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이 페일오버되거나 스위치오버되면 관련 장치 그룹도
스위치오버됩니다.
nfs-dg-rs
NFS 응용 프로그램의 HAStoragePlus 자원 이름입니다.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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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확장 등록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NW.HAStoragePlus(5)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에 논리적 호스트 이름 자원을 추가합니다.
nodeA# clreslogicalhostname create -g nfs-rg \
lhost-nfsrg-prim

기본 클러스터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의 논리적 호스트 이름은
lhost-nfsrg-prim입니다.
7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nodeA# clresourcegroup online -emM -n nodeA nfs-rg

8

online

자원 그룹을 온라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e

연결된 자원을 활성화합니다.

-M

자원 그룹을 관리합니다.

-n

자원 그룹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노드를 지정합니다.

nfs-rg

자원 그룹의 이름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이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nodeA# clresourcegroup status

자원 그룹 상태 필드를 검사하여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이 nodeA 및 nodeB에서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다음 순서

255 페이지 “보조 클러스터에서 NFS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 보조 클러스터에서 NFS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253 페이지 “기본 클러스터에서 NFS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만드는 방법” 절차를
완료합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solaris.cluster.admin 및
solaris.cluster.read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로 nodeC에
액세스합니다.

2

SUNW.nfs를 자원 유형으로 등록합니다.
nodeC# clresourcetype register SUNW.nfs

3

SUNW.HAStoragePlus가 자원 유형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합니다.
nodeC# clresourcetype register SUNW.HAStoragePlus

부록 A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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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치 그룹의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만듭니다.
nodeC# clresourcegroup create \
-p Pathprefix=/global/etc \
-p Auto_start_on_new_cluster=False \
-p RG_affinities=+++devgrp-stor-rg \
nfs-rg

create
자원 그룹을 만듭니다.
-p
자원 그룹의 등록 정보를 지정합니다.
Pathprefix=/global/etc
그룹의 자원에서 관리 파일을 기록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Auto_start_on_new_cluster=False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지정합니다.
RG_affinities=+++devgrp-stor-rg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과 함께 배치할 자원 그룹을 지정합니다. 이 예에서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은 복제 자원 그룹 devgrp-stor-rg와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복제 자원 그룹이 새로운 기본 노드로 스위치오버될 경우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은
자동으로 스위치오버됩니다. 그러나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새로운 기본 노드로
스위치오버하려고 시도하면 해당 동작이 배치 요구 사항을 위반하므로 스위치오버가
차단됩니다.
nfs-rg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의 이름
5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에 SUNW.HAStoragePlus 자원을 추가합니다.
nodeC# clresource create -g nfs-rg \
-t SUNW.HAStoragePlus \
-p FileSystemMountPoints=/global/mountpoint \
-p AffinityOn=True \
nfs-dg-rs

create
자원을 만듭니다.
-g
자원이 추가되는 자원 그룹을 지정합니다.
-t SUNW.HAStoragePlus
자원 유형을 SUNW.HAStoragePlus로 지정합니다.
-p
자원의 등록 정보를 지정합니다.
FileSystemMountPoints=/global/mountpoint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지점을 전역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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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nityOn=True
응용 프로그램 자원이 -p FileSystemMountPoints에 정의된 전역 장치 및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유사성 스위치오버를 수행하도록 지정합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이 페일오버되거나 스위치오버되면 관련 장치 그룹도
스위치오버됩니다.
nfs-dg-rs
NFS 응용 프로그램의 HAStoragePlus 자원 이름입니다.
6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에 논리적 호스트 이름 자원을 추가합니다.
nodeC# clreslogicalhostname create -g nfs-rg \
lhost-nfsrg-sec

보조 클러스터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의 논리적 호스트 이름은
lhost-nfsrg-sec입니다.
7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에 NFS 자원을 추가합니다.
nodeC# clresource create -g nfs-rg \
-t SUNW.nfs -p Resource_dependencies=nfs-dg-rs nfs-rg

8

전역 볼륨이 기본 클러스터에 마운트되는 경우 보조 클러스터에서 전역 볼륨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nodeC# umount /global/mountpoint

보조 클러스터에 볼륨이 마운트되는 경우 동기화는 실패합니다.
다음 순서

257 페이지 “데이터 복제 활성화 방법 예”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복제 활성화 방법 예
이 절에서는 구성 예에서 데이터 복제가 활성화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절에서는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 명령 sndradm 및 iiadm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orageTek Availability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에서는 다음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
■

257 페이지 “기본 클러스터에서 복제를 활성화하는 방법”
259 페이지 “보조 클러스터에서 복제를 활성화하는 방법”

▼ 기본 클러스터에서 복제를 활성화하는 방법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read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로
nodeA에 액세스합니다.

2

모든 트랜잭션을 비웁니다.
nodeA# lockfs -a -f
부록 A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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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리적 호스트 이름 lhost-reprg-prim 및 lhost-reprg-sec가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nodeA# clresourcegroup status
nodeC# clresourcegroup status

자원 그룹의 상태 필드를 검사합니다.
4

기본 클러스터에서 보조 클러스터로의 원격 미러 복제를 활성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 클러스터에서 보조 클러스터로의 복제를 활성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 클러스터 마스터 볼륨(d200)에서 보조 클러스터 마스터
볼륨(d200)으로의 복제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d203의 원격 미러 비트맵에
대한 복제를 활성화합니다.
■

기본 클러스터와 보조 클러스터가 비동기화되는 경우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

기본 클러스터와 보조 클러스터가 동기화되는 경우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5

-n -e lhost-reprg-prim \
\
lhost-reprg-sec \
\
ip sync

-n -E lhost-reprg-prim \
\
lhost-reprg-sec \
\
ip sync

자동 동기화를 활성화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n -a on lhost-reprg-prim \
\
lhost-reprg-sec \
\
ip sync

이 단계에서는 자동 동기화를 활성화합니다. 자동 동기화의 활성 상태가 on으로 설정된
경우 시스템이 재부트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볼륨 세트가 재동기화됩니다.
6

클러스터가 로깅 모드인지 확인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P

출력 내용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dev/md/nfsset/rdsk/d200 ->
lhost-reprg-sec:/dev/md/nfsset/rdsk/d200
autosync: off, max q writes:4194304, max q fbas:16384, mode:sync,ctag:
devgrp, state: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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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깅 모드에서 상태는 logging이고 자동 동기화의 활성 상태는 off입니다. 디스크의
데이터 볼륨에 기록될 때 동일한 디스크의 비트맵 파일이 업데이트됩니다.
7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을 활성화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nodeA# /usr/sbin/iiadm -e ind \
/dev/md/nfsset/rdsk/d200 \
/dev/md/nfsset/rdsk/d201 \
/dev/md/nfsset/rdsk/d202
nodeA# /usr/sbin/iiadm -w \
/dev/md/nfsset/rdsk/d201

이 단계에서는 기본 클러스터 마스터 볼륨을 동일한 클러스터의 섀도우 볼륨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섀도우 볼륨 및 포인트 인 타임 비트맵 볼륨은 동일한
장치 그룹에 있어야 합니다. 이 예에서 마스터 볼륨은 d200이고 섀도우 볼륨은 d201이며
포인트 인 타임 비트맵 볼륨은 d203입니다.
8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을 원격 미러 세트에 추가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I a \
/dev/md/nfsset/rdsk/d200 \
/dev/md/nfsset/rdsk/d201 \
/dev/md/nfsset/rdsk/d202

이 단계에서는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을 원격 미러 볼륨 세트와 연결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원격 미러 복제가 발생하기 전에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이 수행됩니다.
다음 순서

259 페이지 “보조 클러스터에서 복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 보조 클러스터에서 복제를 활성화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257 페이지 “기본 클러스터에서 복제를 활성화하는 방법” 절차를 완료합니다.

1

수퍼유저로 nodeC에 액세스합니다.

2

모든 트랜잭션을 비웁니다.
nodeC# lockfs -a -f

3

기본 클러스터에서 보조 클러스터로의 원격 미러 복제를 활성화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nodeC# /usr/sbin/sndradm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부록 A • 예

-n -e lhost-reprg-prim \
\
lhost-reprg-sec \
\
ip 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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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클러스터는 보조 클러스터를 감지하고 동기화를 시작합니다. 클러스터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에 대한 시스템 로그 파일 /var/adm을
참조하십시오.
4

독립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을 활성화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nodeC# /usr/sbin/iiadm -e ind \
/dev/md/nfsset/rdsk/d200 \
/dev/md/nfsset/rdsk/d201 \
/dev/md/nfsset/rdsk/d202
nodeC# /usr/sbin/iiadm -w \
/dev/md/nfsset/rdsk/d201

5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을 원격 미러 세트에 추가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nodeC# /usr/sbin/sndradm -I a \
/dev/md/nfsset/rdsk/d200 \
/dev/md/nfsset/rdsk/d201 \
/dev/md/nfsset/rdsk/d202

다음 순서

260 페이지 “데이터 복제 수행 방법의 예”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복제 수행 방법의 예
이 절에서는 구성 예에서 데이터 복제가 수행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절에서는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 명령 sndradm 및 iiadm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절에서는 다음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
■
■

260 페이지 “원격 미러 복제를 수행하는 방법”
262 페이지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을 수행하는 방법”
263 페이지 “복제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원격 미러 복제를 수행하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기본 디스크의 마스터 볼륨이 보조 디스크의 마스터 볼륨으로
복제됩니다. 마스터 볼륨은 d200이고 원격 미러 비트맵 볼륨은 d203입니다.
1

수퍼유저로 nodeA에 액세스합니다.

2

클러스터가 로깅 모드인지 확인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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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내용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dev/md/nfsset/rdsk/d200 ->
lhost-reprg-sec:/dev/md/nfsset/rdsk/d200
autosync: off, max q writes:4194304, max q fbas:16384, mode:sync,ctag:
devgrp, state: logging

로깅 모드에서 상태는 logging이고 자동 동기화의 활성 상태는 off입니다. 디스크의
데이터 볼륨에 기록될 때 동일한 디스크의 비트맵 파일이 업데이트됩니다.
3

모든 트랜잭션을 비웁니다.
nodeA# lockfs -a -f

4
5

nodeC에서 단계 1부터 단계 3까지를 반복합니다.
nodeA의 마스터 볼륨을 nodeC의 마스터 볼륨으로 복사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6

-n -m lhost-reprg-prim \
\
lhost-reprg-sec \
\
ip sync

복제가 완료되고 볼륨이 동기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7

-n -w lhost-reprg-prim \
\
lhost-reprg-sec \
\
ip sync

클러스터가 복제 모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P

출력 내용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dev/md/nfsset/rdsk/d200 ->
lhost-reprg-sec:/dev/md/nfsset/rdsk/d200
autosync: on, max q writes:4194304, max q fbas:16384, mode:sync,ctag:
devgrp, state: replicating

복제 모드에서 상태는 replicating,이고 자동 동기화의 활성 상태는 on입니다. 기본
볼륨을 쓸 경우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서 보조 볼륨이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순서

262 페이지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부록 A • 예

261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호스트 기반 데이터 복제 구성

▼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을 수행하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기본 클러스터의 섀도우 볼륨을 기본 클러스터의 마스터 볼륨으로
동기화하기 위해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이 사용됩니다. 마스터 볼륨은 d200이고 비트맵
볼륨은 d203이며 섀도우 볼륨은 d201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260 페이지 “원격 미러 복제를 수행하는 방법” 절차를 완료합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modify 및 solaris.cluster.admin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로 nodeA에 액세스합니다.

2

nodeA에서 실행 중인 자원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nodeA# clresource disable nfs-rs

3

기본 클러스터를 로깅 모드로 변경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n -l lhost-reprg-prim \
\
lhost-reprg-sec \
\
ip sync

디스크의 데이터 볼륨에 기록될 때 동일한 디스크의 비트맵 파일이 업데이트됩니다.
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기본 클러스터의 섀도우 볼륨을 기본 클러스터의 마스터 볼륨과 동기화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odeA# /usr/sbin/iiadm -u s /dev/md/nfsset/rdsk/d201
nodeA# /usr/sbin/iiadm -w /dev/md/nfsset/rdsk/d201

5

보조 클러스터의 섀도우 볼륨을 보조 클러스터의 마스터 볼륨과 동기화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odeC# /usr/sbin/iiadm -u s /dev/md/nfsset/rdsk/d201
nodeC# /usr/sbin/iiadm -w /dev/md/nfsset/rdsk/d201

6

nodeA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nodeA# clresource enable nfs-rs

7

보조 볼륨을 기본 볼륨과 재동기화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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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lhost-reprg-prim \
\
lhost-reprg-sec \
\
ip 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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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263 페이지 “복제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 복제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262 페이지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을 수행하는 방법” 절차를 완료합니다.

1

수퍼유저 또는 solaris.cluster.admin RBAC 인증을 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합니다.로
nodeA 및 nodeC에 액세스합니다.

2

기본 클러스터가 복제 모드에 있고 자동 동기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P

출력 내용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dev/md/nfsset/rdsk/d200 ->
lhost-reprg-sec:/dev/md/nfsset/rdsk/d200
autosync: on, max q writes:4194304, max q fbas:16384, mode:sync,ctag:
devgrp, state: replicating

복제 모드에서 상태는 replicating,이고 자동 동기화의 활성 상태는 on입니다. 기본
볼륨을 쓸 경우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서 보조 볼륨이
업데이트됩니다.
3

기본 클러스터가 복제 모드에 있지 않으면 복제 모드로 변경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4

-n -u lhost-reprg-prim \
\
lhost-reprg-sec \
\
ip sync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a. 수퍼유저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lient-machine#

b.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client-machine# mkdir /dir
5

응용 프로그램 디렉토리에 기본 볼륨을 마운트하고 마운트된 디렉토리를 표시합니다.
a. 응용 프로그램 디렉토리에 기본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client-machine# mount -o rw lhost-nfsrg-prim:/global/mountpoint /dir
부록 A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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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마운트된 디렉토리를 표시합니다.
client-machine# ls /dir
6

응용 프로그램 디렉토리에서 기본 볼륨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a. 응용 프로그램 디렉토리에서 기본 볼륨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client-machine# umount /dir

b. 기본 클러스터에서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오프라인화합니다.
nodeA# clresource disable -g nfs-rg +
nodeA# clresourcegroup offline nfs-rg

c. 기본 클러스터를 로깅 모드로 변경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n -l lhost-reprg-prim \
\
lhost-reprg-sec \
\
ip sync

디스크의 데이터 볼륨에 기록될 때 동일한 디스크의 비트맵 파일이 업데이트됩니다.
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d. PathPrefix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nodeC# mount | grep /global/etc

e. 파일 시스템이 보조 클러스터에 마운트되기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nodeC# fsck -y /dev/md/nfsset/rdsk/d200

f.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되는 상태로 가져와서 보조 클러스터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nodeC# clresourcegroup online -emM nodeC nfs-rg

g. 수퍼유저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액세스합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lient-machine#

h. 단계 4에서 만든 응용 프로그램 디렉토리를 보조 볼륨의 응용 프로그램 디렉토리에
마운트합니다.
client-machine# mount -o rw lhost-nfsrg-sec:/global/mountpoint /dir

i. 마운트된 디렉토리를 표시합니다.
client-machine# ls /di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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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에 표시된 디렉토리가 단계 6에 표시된 디렉토리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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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본 볼륨의 응용 프로그램을 마운트된 응용 프로그램 디렉토리로 반환합니다.
a. 보조 볼륨에서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오프라인화합니다.
nodeC# clresource disable -g nfs-rg +
nodeC# clresourcegroup offline nfs-rg

b. 전역 볼륨이 보조 볼륨에서 마운트 해제되도록 합니다.
nodeC# umount /global/mountpoint

c.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을 관리되는 상태로 가져와서 기본 클러스터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nodeA# clresourcegroup online -emM nodeA nfs-rg

d. 기본 볼륨을 복제 모드로 변경합니다.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nodeA# /usr/sbin/sndradm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dev/md/nfsset/rdsk/d200
/dev/md/nfsset/rdsk/d203

-n -u lhost-reprg-prim \
\
lhost-reprg-sec \
\
ip sync

기본 볼륨을 쓸 경우 StorageTek Availability Suite 소프트웨어에서 보조 볼륨이
업데이트됩니다.
참조

265 페이지 “테이크오버를 관리하는 방법의 예”

테이크오버를 관리하는 방법의 예
이 절에서는 DNS 항목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추가 정보는 241 페이지
“테이크오버 관리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부록 A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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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다음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

266 페이지 “DNS 항목 업데이트 방법”

▼ DNS 항목 업데이트 방법
DNS에서 클라이언트를 클러스터로 매핑하는 방법은 그림 A–6을 참조하십시오.
1

nsupdate 명령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supdate(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두 클러스터 모두에서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의 논리적 호스트 이름과 클러스터 IP 주소
간의 현재 DNS 매핑을 제거합니다.
>
>
>
>

3

delete
delete
delete
delete

lhost-nfsrg-prim A
lhost-nfsrg-sec A
ipaddress1rev.in-addr.arpa ttl PTR lhost-nfsrg-prim
ipaddress2rev.in-addr.arpa ttl PTR lhost-nfsrg-sec

ipaddress1rev

기본 클러스터의 IP 주소(역방향)

ipaddress2rev

보조 클러스터의 IP 주소(역방향)

ttl

지속 시간(초) 기본값은 3600입니다.

두 클러스터 모두에서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의 논리적 호스트 이름과 클러스터 IP 주소
간에 새로운 DNS 매핑을 만듭니다.
기본 논리적 호스트 이름을 보조 클러스터의 IP 주소로 매핑하고 보조 논리적 호스트
이름을 기본 클러스터의 IP 주소로 매핑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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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update
update
update

update
update
update
update

add
add
add
add

lhost-nfsrg-prim ttl A ipaddress2fwd
lhost-nfsrg-sec ttl A ipaddress1fwd
ipaddress2rev.in-addr.arpa ttl PTR lhost-nfsrg-prim
ipaddress1rev.in-addr.arpa ttl PTR lhost-nfsrg-sec

ipaddress2fwd

보조 클러스터의 IP 주소(전방향)

ipaddress1fwd

기본 클러스터의 IP 주소(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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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38

관
관리
IPMP, 147–163
영역 클러스터, 205
전역 클러스터, 14
전역 클러스터 설정, 177–215
쿼럼, 119–140
클러스터 상호 연결 및 공용 네트워크, 147–163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77
관리 콘솔, 18

구
구성, 데이터 복제, 233–266

권
개
개요, 쿼럼, 119–140
개인 호스트 이름, 변경, 184

권한, 전역 장치, 76
권한 프로파일, RBAC,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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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술 지원, 12

노드 이름 바꾸기 (계속)
전역 클러스터, 187

꽉

논

꽉 찬 /var/adm/messages 파일 복구, 71

논리적 호스트 이름 자원, 데이터 복제
테이크오버에서 역할, 238

나
나열
장치 그룹 구성, 96
쿼럼 구성, 137

네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Network File System, NFS),
데이터 복제를 위해 응용 프로그램 파일 시스템
구성, 249–250

노
노드
ID 찾기, 179
기본, 76–77, 93
로드 한계 구성, 202–204
보조, 93
부트, 60–71
연결, 20
영역 클러스터에서 이름 바꾸기, 187
영역 클러스터에서 제거, 169
유지 보수 상태로 전환, 189
인증, 180
장치 그룹에서 제거, 88
전역 클러스터에서 노드 제거, 170
전역 클러스터에서 이름 바꾸기, 187
제거
오류 메시지, 175
종료, 60–71
추가, 165–168
노드 이름 바꾸기
영역 클러스터, 187
270

다
다시 시작
영역 클러스터 노드, 66–68
전역 클러스터 노드, 66–68

데
데이터 복제, 73–74
DNS 항목 업데이트, 266
구성
NFS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 253–255
NFS 응용 프로그램의 파일 시스템, 249–250
유사성 스위치오버, 238, 251
장치 그룹, 246
구성 예, 242
구성 확인, 263–265
동기식, 235
비동기식, 235
소개, 234
예, 260–265
원격 미러, 234, 260–261
자원 그룹
공유 주소, 240
구성, 237
만들기, 250–252
응용 프로그램, 238
이름 지정 규약, 238
페일오버 응용 프로그램, 239
확장 가능 응용 프로그램, 240–241
정의, 73–74
지침
스위치오버 관리, 241
자원 그룹 구성,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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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복제, 지침 (계속)
테이크오버 관리, 241
테이크오버 관리, 265–266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 235, 262–263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244
호스트 기반, 73–74, 233–266
활성화, 257–260
데이터 복제를 위한 공유 주소 자원 그룹, 240
데이터 복제를 위한 스위치오버
수행, 265–266
유사성 스위치오버, 238
데이터 복제를 위한 페일오버 응용 프로그램
AffinityOn 등록 정보, 238
GlobalDevicePaths, 238
ZPoolsSearchDir, 238
관리, 265–266
지침
자원 그룹, 239
테이크오버 관리, 241
데이터 복제를 위한 확장 가능 응용
프로그램, 240–241
데이터 복제의 확장 등록 정보
복제 자원, 252
응용 프로그램 자원, 254, 256

등록 정보 (계속)
preferenced, 93
등록 해제, Solaris Volume Manager 장치 그룹, 88

디
디스크 경로
모니터링, 75–117
오류 디스크 경로 인쇄, 113
모니터링 해제, 112–113
상태 오류 해결, 114

로
로그인, 원격, 20
로드 한계
concentrate_load 등록 정보, 202
preemption_mode 등록 정보, 202
노드에서 구성, 202
로드 한계 구성, 노드, 202–204

루
도움말, 12

루프백 마운트, 영역 클러스터로 파일 시스템
내보내기, 207–209

동

릴

동기식 데이터 복제, 235
동적 재구성, 76–77
공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62
쿼럼 장치, 121
클러스터 상호 연결, 148

릴리스 정보, 21

도

등
등록 정보
failback, 93
numsecondaries, 94

마
마운트 지점
/etc/vfstab 파일 수정, 106
전역, 40
마이그레이션, 전역 장치 이름 공간, 81
마지막 쿼럼 장치, 제거,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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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백

명령
boot, 55–56
cconsole, 20
claccess, 16
cldevice, 16
cldevicegroup, 16
clinterconnect, 16
clnasdevice, 16
clnode check, 16
clquorum, 16
clreslogicalhostname, 16
clresource, 16
clresourcegroup, 16
clresourcetype, 16
clressharedaddress, 16
clsetup, 16
clsnmphost, 16
clsnmpmib, 16
clsnmpuser, 16
cltelemetryattribute, 16
cluster check, 16, 18, 35, 40
cluster shutdown, 51–59
clzonecluster, 16, 51–59
clzonecluster boot, 55–56
clzonecluster verify, 35
metaset, 75–77
명령줄 관리 도구, 16

백업
미러 온라인, 227
클러스터, 18, 227–229

모
모니터링
공유 디스크 경로, 116–117
디스크 경로, 111–112
모니터링 해제, 디스크 경로, 112–113

미
미러, 온라인 백업, 227

272

변
변경
numsecondaries 등록 정보, 94
SNMP 이벤트 MIB 프로토콜, 198
개인 호스트 이름, 184
기본 노드, 98
등록 정보, 93
클러스터 이름, 178–179
포트 번호, 공통 에이전트 컨테이너 사용, 204

보
보조
기본 번호, 93
원하는 수 설정, 94

복
복구, 쿼럼 장치, 138
복원
루트 파일 시스템, 230
클러스터 파일, 230
복제, 참조 데이터 복제

부
부트
노드, 60–71
비클러스터 모드, 68
영역 클러스터, 51–71
영역 클러스터 노드, 60–71
전역 클러스터, 51–71
전역 클러스터 노드, 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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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수

비동기식 데이터 복제, 235
비클러스터 모드 부트, 68
비트맵
원격 미러 복제, 234
포인트 인 타임 스냅샷, 235

수정
사용자(RBAC), 49
쿼럼 장치 노드 목록, 132

스
사
사용, 역할(RBAC), 45
사용자
SNMP 제거, 201
SNMP 추가, 200
등록 정보 수정, 49
사용자 계정 도구, 설명, 49

상
상태
영역 클러스터 구성 요소, 24
전역 클러스터 구성 요소, 24

스냅샷, 포인트 인 타임, 235
스위치, 전송, 152
스위치백, 데이터 복제에서 수행 지침, 242

시
시간 초과, 쿼럼 장치에 대한 기본값 변경, 139–140
시작
노드, 60–71
영역 클러스터, 55–56
영역 클러스터 노드, 60–71
전역 클러스터, 55–56
전역 클러스터 노드, 60–71

어
서

어댑터, 전송, 152

서비스 중단, 쿼럼 장치, 135

업
설
설정, 역할(RBAC), 45

소

업그레이드
solaris 브랜드 유형의 페일오버 영역, 221
개요, 221
업데이트
개요, 221
팁, 22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요, 221

역
속
속성, 참조 등록 정보

역할
사용자 정의 역할 추가, 48
설정, 45
역할 추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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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참조 RBAC

영
영역 경로, 이동, 205
영역 클러스터
관리, 177–215
구성 검증, 35
구성 요소 상태, 24
구성 정보 보기, 34
복제, 205
부트, 51–71
영역 경로 이동, 205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준비, 205
재부트, 56
정의, 14
종료, 51–71
지원되는 직접 마운트, 207–209
파일 시스템 제거, 205
영역 클러스터 노드
IP 주소 및 NIC 지정, 165–168
부트, 60–71
재부트, 66–68
종료, 60–71

원격 미러 복제
수행, 260–261
정의, 234
원시 디스크 장치, 이름 지정 규약, 106
원시 디스크 장치 그룹, 추가, 86–87

유
유사성 스위치오버, 데이터 복제를 위한 구성, 251
유지 보수, 쿼럼 장치, 135
유지 보수 상태
노드, 189
쿼럼 장치 상태 해제, 136
쿼럼 장치 전환, 135

응
응용 프로그램 자원 그룹
데이터 복제를 위한 구성, 253–255
지침, 238

이
예
예,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만들기, 107
예제
기능 유효성 검사 실행, 38–40
대화식 유효성 검사 나열, 38

오
오류 메시지
/var/adm/messages 파일, 71
노드 제거, 175

이름 공간
마이그레이션, 81
전역, 75–77
이름 지정 규약
복제 자원 그룹, 238
원시 디스크 장치, 106
이벤트 MIB
SNMP 사용 및 사용 안함, 197, 198
SNMP 프로토콜 변경, 198

인
인쇄, 오류 디스크 경로, 113

원
원격 로그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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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

자원
구성 정보 표시, 23–24
삭제, 206
자원 그룹
데이터 복제
구성, 237
구성 지침, 237
페일오버에서 역할, 237

전송 스위치, 추가, 24, 28–34, 147–160
전송 어댑터, 추가, 24, 28–34, 147–160
전송 케이블
사용 안함, 156
추가, 24, 28–34, 147–160
활성화, 155
전송 케이블 사용 안함, 156
전송 케이블 활성화, 155
전역
마운트 지점, 검사, 40
마운트 지점, 확인, 110
이름 공간, 75–77, 79
장치, 75–117
권한 설정, 76
동적 재구성, 76–77
전역 이름 공간 업데이트, 79
전역 장치 이름 공간, 마이그레이션, 81
전역 클러스터
관리, 177–215
구성 검증, 35
구성 요소 상태, 24
구성 정보 보기, 28–34
노드 제거, 170
부트, 51–71
재부트, 56
정의, 14
종료, 51–71
전역 클러스터 노드
부트, 60–71
재부트, 66–68
종료, 60–71
전역 클러스터 투표 노드
CPU 공유, 218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관리, 77
전역 파일 시스템, 참조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전원 관리, 177
전환, 장치 그룹에 대한 기본 노드, 98

장
장치, 전역, 75–117
장치 그룹
SVM
추가, 84
관리 개요, 77
구성 나열, 96
기본 소유권, 93
데이터 복제를 위한 구성, 246
등록 정보 변경, 93
원시 디스크
추가, 86–87
유지 보수 상태, 98
제거 및 등록 해제, 88
추가, 86
장치 그룹에 대한 기본 노드 전환, 98
장치 그룹의 기본 소유권, 93

재
재부트
영역 클러스터, 56
영역 클러스터 노드, 66–68
전역 클러스터, 56
전역 클러스터 노드, 66–68
재해 허용 한계, 정의, 234

제
저
저장소 어레이, 제거, 173

제거
lofi 장치 파일, 195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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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계속)
SNMP 사용자, 201
SNMP 호스트, 200
Solaris Volume Manager 장치 그룹, 88
노드, 168, 170
마지막 쿼럼 장치, 130
모든 장치 그룹에서 노드, 88
영역 클러스터에서, 169
영역 클러스터에서 자원 및 자원 그룹, 206
저장소 어레이, 173
전송 케이블, 어댑터, 스위치, 152
쿼럼 장치, 121, 129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108–110
패키지, 224

종
종료
노드, 60–71
영역 클러스터, 51–71
영역 클러스터 노드, 60–71
전역 클러스터, 51–71
전역 클러스터 노드, 60–71

중
중지
노드, 60–71
영역 클러스터, 56
영역 클러스터 노드, 60–71
전역 클러스터, 56
전역 클러스터 노드, 60–71

직접 연결된 공유 디스크 쿼럼 장치, 추가, 123

찾
찾기
영역 클러스터의 노드 ID, 179
전역 클러스터의 노드 ID, 179

추
추가
SNMP 사용자, 200
SNMP 호스트, 199
Solaris Volume Manager 장치 그룹, 86
Sun ZFS 저장소 어플라이언스 NAS 쿼럼
장치, 124
ZFS 장치 그룹, 87
노드, 165–168
사용자 정의 역할(RBAC), 48
역할(RBAC), 47
영역 클러스터에 노드, 166
장치 그룹, 84, 86–87
전송 케이블, 어댑터, 스위치, 24, 28–34, 147–160
전역 클러스터에 노드, 166
직접 연결된 공유 디스크 쿼럼 장치, 123
쿼럼 서버 쿼럼 장치, 125
쿼럼 장치, 123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105–108

케
케이블, 전송, 152

지
지원되는 쿼럼 장치 유형, 121

콘
콘솔, 연결, 20

직
직접 마운트, 영역 클러스터로 파일 시스템
내보내기, 20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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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
쿼럼
개요, 119–140
관리, 119–140
쿼럼 서버, 참조 쿼럼 서버 쿼럼 장치
쿼럼 서버 쿼럼 장치
설치 요구 사항, 125
제거 문제 해결, 130
추가, 125
쿼럼 장치
교체, 132
구성 나열, 137
기본 시간 초과 변경, 139–140
노드 목록 수정, 132
마지막 쿼럼 장치 제거, 130
복구, 138
유지 보수 상태, 장치 전환, 135, 136
장치의 동적 재구성, 121
제거, 121, 129
추가, 123
Sun ZFS 저장소 어플라이언스 NAS 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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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3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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