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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설명서에서는 Oracle StorageTek SL4000 Modular Tape Library의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설명서는 라이브러리의 설치 계획, 구성 및 작동을 다룹니다. 대부분의 절차
에서는 SL4000 웹 응용 프로그램(SL4000 GUI라고 함)을 사용합니다.

설명서 접근성
오라클의 접근성 개선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oracle.com/pls/topic/
lookup?ctx=acc&id=docacc에서 Oracle Accessibility Program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
시오.

오라클 고객지원센터 액세스
지원 서비스를 구매한 오라클 고객은 My Oracle Support를 통해 온라인 지원에 액세
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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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설명서
추가 SL4000 설명서를 보려면 Oracle Help Center의 Tape Storage 섹션(http://docs
.oracle.com/en/storage/#tape)으로 이동하십시오.

• SL4000 SCSI Reference Guide
• SL4000 Security Guide
• SL4000 Safety and Compliance Guide
• SL4000 Licensing Information User Guide

머리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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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라이브러리 개요

Oracle StorageTek SL4000 Modular Library System은 유연성, 확장성 및 고가용성을 제
공하는 엔터프라이즈 테이프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SL4000은 빠르게 증가하고 지속적으
로 변화하는 환경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듈식 시스템입니다.

목차

• 라이브러리 모듈 개요
• 하드웨어 구성요소 개요
• 선택적 라이브러리 기능
• 스토리지 용량 개요
• 전원 구성 개요
• 호스트 연결 옵션
• 라이브러리 관리 응용 프로그램
• 주문

참조

• “라이브러리 치수 및 무게”

라이브러리 모듈 개요

라이브러리당 최대 15개의 모듈(1개의 기본 모듈과 최대 14개의 확장 모듈)이 있을 수 있습
니다. 모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모듈
• 드라이브 모듈
• 카트리지 모듈
• 액세스 모듈
• 장착 모듈

1장. 라이브러리 개요 · 17



라이브러리 모듈 개요

그림 1.1. SL4000 라이브러리 구성 예

1. 뚫린 창
2. 운영자 패널
3. 기본 모듈 전면 도어
4. 회전식 CAP(로터리 CAP)

기본 모듈

• 라이브러리당 하나의 기본 모듈이 필요합니다. 독립형 기본 모듈은 가능한 가장 작은 구성
입니다.

• 최상의 성능을 위해 기본 모듈을 라이브러리 가운데에 배치합니다.
• 회전식 CAP, 운영자 패널, 드라이브 배열 1개(드라이브 베이 8개) 및 LTO 드라이브 2개

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기본 모듈의 후면에는 기본 카드 케이지, PDU(전원 분배 장치),
DC 전원 공급 장치, 레일 전원 모듈, 테이프 드라이브 베이 및 드라이브 스위치가 있습니
다.

• 선택적 두번째 및 세번째 드라이브 배열(최대 24개의 드라이브 베이용)
• 선택적 웹 카메라
• 드라이브 배열 수에 따라 205-431 테이프 용량(“물리적 용량 계산” 참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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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본 모듈(후면 보기)

1. 레일 전원 모듈(최대 3개의 DC 전원 공급 장치와 2개의 레일 컨트롤러 포함)
2. 테이프 드라이브 베이
3. 드라이브 스위치 카드 케이지(최대 2개의 드라이브 네트워크 스위치, 하단의 슬롯 1 및

상단의 슬롯 2 포함)
4. 기본 카드 케이지
5. 드라이브 DC 전원 공급 장치
6. 전원 분배 장치

드라이브 모듈

드라이브 모듈은 드라이브 베이 수를 늘리며 추가 테이프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 위치에 관계없이 라이브러리당 최대 3개의 드라이브 모듈
• 드라이브 배열 1개(드라이브 베이 8개)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드라이브 모듈의 후면에

는 드라이브 베이, PDU, DC 전원 공급 장치 및 드라이브 스위치가 있습니다.

1장. 라이브러리 개요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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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두번째, 세번째 및 네번째 드라이브 배열(최대 32개의 드라이브 베이용)
• 선택적 회전식 CAP(“회전식 CAP(카트리지 액세스 포트)” 참조)
• 선택적 웹 카메라
• 선택된 옵션에 따라 153-522 테이프 용량(“물리적 용량 계산” 참조)

그림 1.3. 드라이브 모듈(후면 보기)

1. 테이프 드라이브 베이
2. 드라이브 스위치 카드 케이지(최대 2개의 드라이브 네트워크 스위치, 하단의 슬롯 1 및

상단의 슬롯 2 포함)
3. 드라이브 DC 전원 공급 장치
4. 전원 분배 장치

카트리지 모듈

카트리지 모듈은 추가 스토리지 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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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모듈 개요

• 최대 카트리지 모듈 수는 존재하는 다른 모듈에 따라 다릅니다. 라이브러리는 총 15개 모
듈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에 기본 모듈과 드라이브 모듈 2개가 있을 경우 라
이브러리는 최대 12개의 카트리지 모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회전식 CAP(“회전식 CAP(카트리지 액세스 포트)” 참조)
• 각각 438-620 테이프 용량(“물리적 용량 계산” 참조)

장착 모듈

장착 모듈은 수정된 모듈 ID 블록이 있는 카트리지 모듈입니다(“모듈 식별 블록” 참조). 라이
브러리에 액세스 모듈이 없을 경우 라이브러리에는 중복 로봇 기술 구성의 장착 모듈만 필요
합니다.

6개 열(전면 벽의 3개와 후면 벽의 3개)에 액세스할 수 없으며 해당 열에는 테이프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그림 B.9. “장착 모듈, 왼쪽” 및 그림 B.10. “장착 모듈, 오른쪽” 참조). 이 영역은
작동 중인 로봇에 대한 액세스 차단 없이 결함이 있는 로봇을 "장착"하는 데 사용됩니다(“로
봇 기술” 참조). 액세스할 수 없는 카트리지 배열은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듈 ID 블록을
변경하여 언제든지 모듈을 카트리지 모듈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주:

장착 모듈에서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로봇에 대한 유지 보수를 수행하면 라이브러리 작동이 중단됩니다.
비중단 로봇 유지 보수의 경우 액세스 모듈을 사용하십시오(“액세스 모듈” 참조).

• 230-312 테이프 용량(“물리적 용량 계산” 참조)
• 왼쪽 장착 모듈에만 선택적 CAP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오른쪽 장착 모듈의 CAP

영역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라이브러리 양쪽 끝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림 1.4. 장착 모듈 - 장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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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모듈 개요

1. 액세스할 수 없는 CAP 영역, CAP 베이컨시 플레이트
2. 로봇 장착 영역(액세스할 수 없는 테이프 셀)

액세스 모듈

액세스 모듈에는 최대 234개의 테이프에 대한 대량 로드에 사용되는 카트리지 액세스 도어
가 있습니다. 또한 액세스 모듈이 2개인 라이브러리는 중복 로봇 기술 기능을 지원합니다(“로
봇 기술” 참조). 액세스 모듈의 슬라이딩 안전 도어는 결함이 있는 로봇을 라이브러리의 다른
영역과 분리하여 라이브러리가 온라인 상태에서 서비스 담당자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로
봇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

액세스 모듈과 장착 모듈은 동일한 라이브러리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액세스 모듈은 라이브러리의 양쪽 끝에 배치해야 합니다.
• 단일 액세스 모듈은 대량 로드 기능만 지원합니다. 추가적인 104개 스토리지 셀을 위해서

는 왼쪽에 단일 액세스 모듈을 설치해야 합니다(“물리적 용량 계산” 참조).
• 이중 액세스 모듈은 대량 로드와 중복 로봇 기술을 지원합니다.

그림 1.5. 액세스 모듈

1. 슬라이딩 도어를 보여주는 분리된 측면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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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구성요소 개요

2. 대량 로드 카트리지 액세스 도어
3. 액세스 모듈 서비스 패널 및 핸들

모듈 식별 블록

각 모듈에는 라이브러리를 처음 시작할 때 또는 Probe for Configuration Changes를 선택
한 경우 라이브러리를 시작할 때 로봇이 스캔하는 모듈 식별 블록이 있습니다(“라이브러리
설정 옵션” 참조). ID 블록은 모듈 유형 및 모듈 옵션(예: CAP 또는 드라이브 수)을 나열합니
다. 모듈 식별 블록의 위치는 “셀 맵”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6. 모듈 식별 블록 예 - 기본 모듈

하드웨어 구성요소 개요

• 운영자 패널
• 기본 모듈 카드 케이지
• 지원되는 테이프 드라이브
• 로봇 기술
• 회전식 CAP(카트리지 액세스 포트)
• 대량 로드 카트리지 액세스 포트(액세스 모듈)
• 냉각

운영자 패널

기본 모듈의 전면에는 운영자 패널이 있습니다. GUI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터치 스크린
과 스크린 아래의 컨트롤 패널에 있는 일련의 표시기 및 버튼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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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구성요소 개요

그림 1.7. 운영자 패널

1. 로케이터 표시등 — GUI에서 찾기 기능을 활성화할 때 깜박입니다.
2. 서비스 작업 요청 표시기 — 라이브러리가 작동하지 않아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3. 대기 표시기 — 라이브러리가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표시기가 꺼질 때

까지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4. 라이브러리 활성 표시기 — 라이브러리에 전원이 공급되며 라이브러리가 실행 중입니다.
5. LCD 디스플레이 컨트롤 — 모니터 설정(예: 밝기 및 대비) 조정에 사용됩니다.
6. SOURCE(디스플레이 토글) — 컨트롤러 또는 기능 카드 간에 디스플레이 신호 경로 지

정을 전환합니다. 디스플레이가 현재 VGA 포트인 경우 처음 누를 때 전면 터치 스크린
으로 토글되며 이후 누를 때마다 컨트롤러가 차례로 순환됩니다. L1 및 L2는 라이브러리
컨트롤러입니다. F1 및 F2는 기능 카드입니다.

기본 모듈 카드 케이지

기본 모듈의 후면에는 컨트롤러 카드, 디스크 스토리지, 냉각 팬, 스위치 및 전원 변환기를 포
함하는 카드 케이지가 있습니다. 기본 컨트롤러 카드는 라이브러리 컨트롤러입니다.

그림 1.8. 기본 카드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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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구성요소 개요

1. 루트 스위치
2. 팬 조립품
3.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4.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스토리지
5. 비디오 카드
6. DC 전원 변환기
7. 안전 컨트롤러
8. 네트워크 패치 패널

컨트롤러 카드 표시기

기본 카드 케이지의 컨트롤러 카드 대부분에는 동일한 3개의 표시등이 있습니다.

1. 장치 제거 가능(파란색)
2. 서비스 작업 요청(노란색)
3. 장치에 전원 공급(깜박이지 않는 녹색)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라이브러리 컨트롤러는 라이브러리의 기본 컨트롤러 카드입니다. 호스트 연결 및 서비스 유
지 보수에 사용되는 포트가 포함됩니다. 호스트 연결에 사용되는 FC 포트 2개와 이더넷 포
트 2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스트 연결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1. FC 포트(LINK 표시등 없음 — “FC 연결이 작동합니까? LINK 표시등이 없습니다.” 참
조)

2. 서비스 네트워크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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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 네트워크 포트 1 및 2
4. 라이브러리 간 네트워크 포트(SL4000에서 사용되지 않음)
5. USB 포트(키보드 및 마우스용)

DC 전원 변환기
전원 공급 장치의 48V DC를 12V DC로 변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원 구성 개요”를 참
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스토리지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라이브러리에는 3개
의 스토리지 카드가 표준으로 제공되며 각 스토리지 카드에서 데이터가 미러링됩니다.

네트워크 패치 패널
드라이브 모듈의 드라이브 스위치와 액세스 모듈의 컨트롤러를 기본 모듈에 연결하는 이더
넷 격벽입니다. 2개의 네트워크(네트워크 1 및 네트워크 2)가 있습니다. 각 네트워크용으로
드라이브 모듈 이더넷 포트 6개와 액세스 모듈 이더넷 포트 2개가 있습니다.

루트 스위치
루트 스위치는 드라이브 스위치, 로봇 네트워크 및 컨트롤러 카드에 대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드라이브 암호화에 사용되는 Oracle Key Manager 네트워크에 연결할 이더넷 포트 하나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KM(Oracle Key Manager)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포트 구성
정보는 “공용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또는 OKM 포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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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KM(Oracle Key Manager) 네트워크 포트

안전 컨트롤러

모든 라이브러리 도어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도어가 예상치 않게 열릴 때 레일의 전원을 차
단합니다. 이 카드에는 라이브러리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어가 열리는 경우
"Door Has Been Opened" 상태를 보고할 수 있도록 배터리가 있습니다.

1. Emergency power off — 긴급 상황에 라이브러리의 전원을 차단하는 외부 스위치(고객
이 설치)를 통해 일반적으로 고객의 EPO(긴급 전원 차단)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커넥터는 2핀 범용 연결 및 잠금 커넥터(암커넥터 TYCO 770010-3과 접촉되는 TYCO
770024-1)입니다. 이 포트에 연결하려는 경우 수커넥터 TYCO 770009-1(또는 동등한
부품 번호)과 접촉되는 TYCO 770017-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Door open — 모듈의 전면 액세스 도어가 열려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비디오 카드

비디오 카드는 전면 터치 스크린 또는 VGA 포트에 연결된 별도의 모니터에 표시되는 컨트롤
러를 나타냅니다.

1. SELECT(디스플레이 토글) — 컨트롤러 또는 기능 카드 간에 디스플레이 신호 경로 지
정을 전환합니다. 디스플레이가 현재 전면 터치 스크린인 경우 처음 누를 때 VGA 포트
로 토글되며 이후 누를 때마다 컨트롤러가 차례로 순환됩니다.

2. 컨트롤러 카드 표시기 — L1 및 L2는 라이브러리 컨트롤러입니다. F1 및 F2는 기능 카
드입니다. SELECT 버튼을 눌러 표시되는 컨트롤러를 차례로 순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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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테이프 드라이브

SL4000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은 테이프 드라이브 유형을 지원합니다. 기본 모듈에는 2개
의 LTO 7 드라이브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오라클을 통해 추가 드라이브를 구매하거나 레
거시 Oracle 라이브러리에서 드라이브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 StorageTek T10000(모든 모델)
• HP LTO 5 및 6세대
• IBM LTO 5, 6 및 7세대

테이프 드라이브 암호화

두 가지 암호화 키 관리 옵션이 있습니다.

• Application-managed —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경로를 사용하여 키를 관리합니다.
• OKM-managed — OKM(Oracle Key Manager) 어플라이언스에서 데이터 경로 외부의

이더넷 연결(일반적으로 더 안전함)을 사용하여 키를 관리합니다.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드라이브 설명서 및 OKM(Oracle Key Manager)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관리 및 OKM 관리 대상 암호화에 대한 지원은 드라이브 유형에 따라 다릅니
다.

T10000 암호화

모든 T10000 세대에서는 암호화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응용 프로그램 관리 또는 OKM 관리
대상 암호화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T10K-EKEY-A-N 암호화 활성화 허용이 필요합니다.
암호화 활성화 허용은 언제든지(초기 구매 중 또는 그 이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허용을 구
매한 후 VOP(Virtual Operator Panel)를 사용하여 암호화를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Oracle Technical Network의 VOP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T10000C 및 T10000D 드라
이브의 경우 암호화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데 더 이상 암호화 라이센스 키가 필요하지 않습니
다.

LTO 암호화

OKM 관리 대상 암호화를 사용하려면 LTO-ENCRYPT-ACTIVE 암호화 활성화 허용이 필
요합니다. 데이터 경로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관리 대상 암호화의 경우는 허용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HP LTO 5 및 6 드라이브에서는 OKM 관리 및 응용 프로그램 관리 대상 암호화가 모두 지원
됩니다. IBM LTO 5, 6, 7 드라이브의 경우 OKM과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려면 드라이브 트
레이에 Belisarius 카드가 필요합니다. OKM과 호환되거나 호환되지 않는 드라이브를 구매
할 수 있습니다. OKM과 호환되지 않는 드라이브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경우 키트를 구매하여
Belisarius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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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활성화 허용 재사용

이전 드라이브에 대한 활성화 허용을 과거에 구매한 경우, 동일한 제품군의 최신 세대 드라이
브로 업그레이드할 때 해당 활성화 허용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암호화 사용 드라이브
의 총 개수가 해당 제품군의 총 활성화 허용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T10K-
EKEY-A-N 활성화 허용이 6개인 경우 암호화 사용 T10000 드라이브(세대와 관계없음)의
총 개수는 6개일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테이프 카트리지

모든 테이프에는 읽을 수 있는 외부 레이블이 있어야 합니다. 레이블 요구사항은 부록 C. 바
코드 레이블 개요 를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는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알 수 없는 테
이프 유형(LTO 또는 T10000 외)을 가져오거나 마운트하지 않습니다. 테이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 — 고객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진단 — 서비스 담당자가 드라이브에 대해 읽기/쓰기 테스트를 실행하고 진단 테스트를 실

행하는 데 사용합니다(레이블이 DG[공백]으로 시작함).
• 청소 — 테이프 경로 및 드라이브의 읽기/쓰기 헤드를 청소합니다(레이블이 CLN으로 시

작함).

드라이브 트레이

드라이브 트레이에는 테이프 드라이브가 있으며, 드라이브가 라이브러리와 인터페이스로 연
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드라이브 컨트롤러 카드가 포함됩니다. 드라이브 트레이는 드라이브
배열의 드라이브 베이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테이프 드라이브"와 "드라이브 트레이"가 동
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레이에 SL4000 컨트롤러 LOD 카드가 있을 경우 SL4000에서 SL3000 드라이브 트레이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L3000 드라이브 컨트롤러 HBD 카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트레
이 상단의 포트 수를 확인하면 간편하게 트레이 유형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SL3000 HBD
카드는 포트가 1개이며 LOD는 포트가 2개입니다.

주:

SL4000에서는 후면 드라이브 트레이 이더넷 포트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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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LOD 트레이와 HBD 드라이브 트레이 식별

1. SL4000 포트와 SL3000 포트가 있는 LOD 트레이
2. SL3000 포트만 있는 HBD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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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SL4000 드라이브 트레이 - 후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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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라이브에 전원 공급(깜박이지 않는 녹색). 트레이에만 또는 설치 코드에 전원 공급(깜
박이는 녹색)

2. 서비스 작업 요청(노란색)
3. 라이브러리에서 드라이브 트레이 제거 가능(파란색). 찾기 기능을 사용할 때 깜박입니다

(“로케이터 LED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드라이브 찾기” 참조).
4. 트레이 전원 켜기/끄기(누르기 버튼) — SL4000에서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대신

GUI를 사용하여 트레이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드라이브 켜기 또는 끄기” 참조).
5. 이더넷 링크(녹색). SL4000에서는 포트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며 Oracle 서비스 담당

자의 유지 보수에만 사용됩니다.
6. 암호화를 통해 기본 IP 주소로 재설정(누르기 버튼)
7. 암호화 표시기
8. 암호화 카드 포트. SL4000에서는 포트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9. 광 섬유 채널 포트
10. 유지 보수 누르기 버튼(SL4000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드라이브가 오프라인으

로 전환됩니다.)
11. 드라이브 상태 표시기
12. 드라이브 유지 보수 표시기

드라이브 스위치

드라이브 스위치는 드라이브 트레이를 라이브러리의 다른 영역에 연결합니다. 스위치와 드
라이브 트레이 간의 연결은 내부적이므로 더 이상 이더넷 케이블을 개별 드라이브에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모듈과 각 드라이브 모듈에는 최대 2개의 드라이브 스위치를 보관하는 드라이브 스위치
카드 케이지가 있습니다(그림 1.2. “기본 모듈(후면 보기)” 및 그림 1.3. “드라이브 모듈(후면
보기)” 참조). 기본 모듈에는 드라이브 스위치 1개가 표준으로 제공되며, 드라이브 모듈에는
드라이브 스위치 2개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단, 기본 모듈에 두번째 루트 스위치를 설치하
기 전까지는 드라이브 모듈의 드라이브 스위치가 1개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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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라이브 트레이 연결 표시기 — 각 LED가 드라이브 베이 위치에 해당합니다. 활성
LED는 드라이브 트레이가 설치되어 라이브러리와 통신 중임을 나타냅니다.

2. 기본 모듈의 네트워크 패치 패널을 각 드라이브 모듈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이더넷 포
트입니다. 이 포트는 기본 모듈의 드라이브 스위치에서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십
시오.

3. 기본 모듈에서 이 LED는 네트워크 패치 패널과 드라이브 스위치 간에 활성 연결이 있음
을 나타냅니다. 드라이브 모듈에서 이 LED는 드라이브 스위치와 웹 카메라(설치된 경우)
간에 활성 연결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4. 드라이브 스위치에 대한 내장 프로세서가 작동 중임을 나타냅니다.

로봇 기술

로봇은 테이프를 검색하여 CAP,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로봇은 라이브러리
의 후면 벽에 있는 두 레일을 따라 이동합니다. 상단 레일에 있는 구리선은 전원 및 로봇과 라
이브러리 컨트롤러 사이의 신호 경로를 제공합니다. 레일 전원 모듈의 +48 VDC 1200W 로
드 공유 공급 장치에서 전원이 공급됩니다(“DC 전원 공급 장치” 참조).

로봇에는 CAP 입력 및 라이브러리 감사 중 테이프의 볼륨 일련 번호(volser)를 식별하는 바
코드 스캐너가 있습니다. 또한 스캐너는 라이브러리 초기화 중 각 모듈에서 모듈 식별 블록을
읽습니다.

각 라이브러리에는 1개(표준) 또는 2개의 로봇(중복 로봇 기술이라고도 함)이 있을 수 있습
니다. 선택적 중복 로봇 기술 기능은 라이브러리 효율성을 높이고 한 로봇이 고장나더라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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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러리를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중복 로봇 기술을 사용하려면 2N 전원(“전원
중복성 옵션”)과 장착 모듈 2개 또는 액세스 모듈 2개가 필요합니다.

회전식 CAP(카트리지 액세스 포트)

회전식 CAP(GUI에서는 로터리 CAP라고 함)는 2개의 이동식 13셀 매거진이 있는 수직 마
운트 회전 실린더입니다.

• 기본 모듈에는 CAP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 각 드라이브 모듈 또는 카트리지 모듈에는 모듈당 하나의 선택적 CAP가 있을 수 있습니

다. 왼쪽 장착 모듈에만 CAP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장착 모듈의 CAP에는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 각 CAP의 키패드에는 잠금 해제 표시기와 CAP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GUI를 사
용하여 CAP 열기 또는 닫기” 참조).

그림 1.11. 회전식 CAP

1. CAP(닫힘)
2. 설치된 CAP 없음
3. CAP(열림)
4. 키패드

대량 로드 카트리지 액세스 포트(액세스 모듈)

액세스 모듈을 통해 최대 234개의 테이프를 넣고 꺼낼 수 있습니다. 대량 로드 기능을 지원
하는 데는 하나의 액세스 모듈만 필요합니다(“액세스 모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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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라이브러리에는 다음 구성요소용 냉각 팬이 있습니다.

팬 조립품

라이브러리의 기본 모듈 카드 케이지에는 카드 케이지의 전자 부품용 냉각을 제공하는 2개의
팬 조립품이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위치는 “기본 모듈 카드 케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라이브
러리 컨트롤러는 이러한 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모니터합니다. 팬 조립품의 결함 표시
기가 켜지면 고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조립품은 라이브러리 작동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습
니다.

테이프 드라이브

각 테이프 드라이브 트레이에는 드라이브 냉각을 위한 팬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이프
드라이브의 전원 변환기 카드가 팬에 대한 전원을 공급합니다. 공기가 드라이브의 전면에서
들어오고 팬을 통해 드라이브의 후면으로 나갑니다.

DC 전원 공급 장치

각 1200W DC 전원 공급 장치에는 공급 장치의 후면을 통해 라이브러리에서 공기를 빨아들
이고 라이브러리의 후면으로 내보내는 팬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라이브러리 기능
• 활성화 파일이 필요한 기능
• 활성화 파일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

활성화 파일이 필요한 기능

다양한 선택적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하려면 하드웨어 활성화 파일을 구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선택적 라이브러리 기능 추가 또는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활성화된 테이프 카트리지 용량

용량 활성화 파일에 따라 라이브러리에서 허용되는 테이프 수가 결정됩니다. 시스템 셀의 테
이프는 라이센스가 있는 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의 테이프가 활성화된 용량
보다 많은 경우에도 라이브러리는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하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용량을 사
용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테이프를 꺼내거나 다른 용량 활성화 파일을 구매하여 설
치하십시오(“테이프 수 경고를 해결하는 방법” 참조).

라이브러리 분할

라이브러리 분할은 특정 SCI(StorageTek 라이브러리 제어 인터페이스) 및 FC-SCSI 호스
트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리소스(드라이브, 스토리지 셀 및 CAP)를 예약
합니다. 분할은 라이브러리에 표준으로 제공되지만 활성화 파일을 통해 사용으로 설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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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기능입니다. SL4000은 최대 16개의 분할 영역을 지원합니다. 활성화 파일을 업로드
한 후 GUI를 사용하여 분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9장. 라이브러리 분할  참조).

다중 포트 네트워킹(중복 제어 경로)
다중 포트 네트워킹은 라이브러리 컨트롤러의 두번째 FC 포트와 두번째 고객 이더넷 포트를
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중복 제어 경로 활성화 파일을 구매하여 업로드해야 합
니다(“호스트 연결 옵션” 참조).

활성화 파일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

매체 검증
매체 검증을 사용하여 T10000 테이프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매체 검증을 사용으
로 설정하려면 "매체 검증" 분할 영역/풀에 T10000C 또는 D 드라이브를 지정해야 합니다.
분할 영역에는 테이프가 포함되지 않으며 호스트는 매체 검증 분할 영역의 드라이브에 액세
스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분할 영역의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T10000 테이프의 무결
성을 평가합니다. GUI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분할 영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매체 검증 분
할 영역(풀)에서 드라이브 추가 또는 제거” 참조).

스토리지 용량 개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용량 유형이 있습니다.

• 물리적 용량 — 예약된 시스템 셀을 제외한 라이브러리 내 스토리지 셀 수입니다. 물리적
스토리지 용량 범위는 300-9,017개 셀과 1-120개 드라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향후 스토리지 요구를 충족하려면 물리적 용량을 미리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듈을 언제라도 추
가할 수 있지만 모듈을 추가하면 라이브러리 작동이 중단됩니다.

• 활성화된 용량 — 라이브러리에서 허용되는 테이프 수로, 라이브러리에 설치된 용량 하드
웨어 활성화 파일의 누적량으로 정의됩니다. GUI를 사용하여 용량 활성화 파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라이브러리 기능 추가 또는 제거” 참조). SL3000과 달리 SL4000은
활성 및 비활성 셀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용량 활성화 파일은 라이브러리에서 허용되는 총
테이프 수만 제한합니다. GUI에 표시되는 총 테이프 수에는 시스템 셀의 테이프가 제외됩
니다.

주:

라이브러리의 테이프가 설치된 용량 활성화 파일보다 많은 경우에도 라이브러리는 계속 작동합니다.
하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용량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테이프를 꺼내거나 다른 용량
활성화 파일을 구매하여 설치하십시오(“테이프 수 경고를 해결하는 방법” 참조).

물리적 용량 계산
아래의 표를 사용하여 라이브러리의 스토리지 셀 용량(시스템 셀 제외)을 계산할 수 있습니
다. 라이브러리 내 각 모듈의 경우 표준 셀 수로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모듈의 위치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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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 옵션에 따라 더하거나 빼십시오. 마지막으로 각 모듈의 셀 수를 모두 더하여 라이브
러리의 총 용량을 구하십시오.

표 1.1. 모듈당 스토리지 셀 용량
물리적 구성 기본 모듈 드라이브 모듈 카트리지 모듈 장착 모듈 액세스 모듈

표준     339     378     516     308       0
두번째 드라이브 배열1 -55/-66 -55/-66       --       --       --
세번째 드라이브 배열1 -60/-72 -60/-72       --       --       --
네번째 드라이브 배열1       -- -65/-78       --       --       --
왼쪽 모듈     +88    +88   +104       +4       0
오른쪽 모듈     +13    +51       0       0       --
CAP     표준 -39/-77 2    -78    -783       --

1추가 드라이브 배열의 경우 나열된 첫번째 숫자는 왼쪽에 모듈이 없을 때 변경 용량이고, 두번째 숫자는 왼쪽에 모
듈이 있을 때 변경 용량입니다.
2-39는 오른쪽에 모듈이 없을 때 변경 용량이고, -78은 오른쪽에 모듈이 있을 때 변경 용량입니다.
3왼쪽 장착 모듈에만 해당합니다.

용량 계산 예 1
라이브러리 예에는 장착 모듈, 드라이브 모듈, 카트리지 모듈, 기본 모듈, 다른 카트리지 모듈
및 장착 모듈이 있습니다(그림 1.1. “SL4000 라이브러리 구성 예” 참조).

왼쪽 장착 모듈
CAP를 포함합니다. 오른쪽에 모듈이 있습니다.

308(표준) - 78(CAP) + 0(오른쪽 모듈) = 230
드라이브 모듈
CAP 1개와 드라이브 배열 4개를 포함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모듈이 있습니다.

378(표준) – 78(오른쪽에 모듈이 있는 CAP) – 66(두번째 드라이브 배열) – 72(세번째
드라이브 배열) – 78(네번째 드라이브 배열) + 52(오른쪽 모듈) + 88(왼쪽 모듈) = 224
왼쪽 카트리지 모듈
오른쪽과 왼쪽에 모듈이 있습니다.

516(표준) + 0(오른쪽 모듈) + 104(왼쪽 모듈) = 620
기본 모듈
드라이브 배열 3개를 포함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모듈이 있습니다.

339(표준) – 66(두번째 드라이브 배열) – 72(세번째 드라이브 배열) + 13(오른쪽 모듈)
+ 88(왼쪽 모듈) = 302
오른쪽 카트리지 모듈
CAP를 포함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모듈이 있습니다.

516(표준) – 78(CAP) + 0(오른쪽 모듈) + 104(왼쪽 모듈) = 542
오른쪽 장착 모듈
308(표준) + 4(왼쪽 모듈)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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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총계
230(장착 모듈) + 224(드라이브 모듈) + 620(카트리지 모듈) + 302(기본 모듈) +
542(카트리지 모듈) + 312(장착 모듈) = 2,230

용량 계산 예 2

라이브러리 예에는 기본 모듈(가운데)과 기본 모듈 양쪽 측면의 카트리지 모듈 7개가 있습니
다(총 15개 모듈). 이는 SL4000의 최대 스토리지 용량을 나타냅니다.

기본 모듈
드라이브 배열 1개를 포함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모듈이 있습니다.

339(표준) + 13(오른쪽 모듈) + 88(왼쪽 모듈) = 440
카트리지 모듈
맨 왼쪽 카트리지 모듈: 516(표준) + 0(오른쪽 모듈) = 516

맨 오른쪽 카트리지 모듈: 516(표준) + 104(왼쪽 모듈) = 620

기타 모든 카트리지 모듈: 516(표준) + 104(왼쪽 모듈) + 0(오른쪽 모듈) = 620
라이브러리 총계
440(기본 모듈) + 516(맨 왼쪽 카트리지 모듈) + 620(맨 오른쪽 카트리지 모듈) + 12 x
620(기타 카트리지 모듈) = 9,016

용량 계산 예 3

라이브러리 예에는 카트리지 모듈, 기본 모듈, 드라이브 모듈, 다른 카트리지 모듈 및 대량 로
드용 오른쪽 단일 액세스 모듈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단일 액세스 모듈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왼쪽 끝에 액세스 모듈이 설치된 경우 맨 왼쪽 카트리지 모듈에 있는
104개의 추가 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왼쪽 카트리지 모듈
모듈이 라이브러리 왼쪽 끝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모듈이 있습니다.

516(표준) = 516
기본 모듈
드라이브 배열 2개를 포함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모듈이 있습니다.

339(표준) + 13(오른쪽 모듈) + 88(왼쪽 모듈) – 66(두번째 드라이브 배열) = 374
드라이브 모듈
드라이브 배열 3개를 포함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모듈이 있습니다.

378(표준) + 13(오른쪽 모듈) + 88(왼쪽 모듈) – 66(두번째 드라이브 배열) – 72(세번
째 드라이브 배열) = 341
오른쪽 카트리지 모듈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모듈입니다.

516(표준) + 0(오른쪽 모듈) + 104(왼쪽 모듈)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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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모듈
모듈이 라이브러리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단일 액세스 모듈에 대해 권장되지 않음).

0(표준) = 0
라이브러리 총계
516(왼쪽 카트리지 모듈) + 374(기본 모듈) + 341(드라이브 모듈) + 620(오른쪽 카트리
지 모듈) + 0(액세스 모듈) = 1,851

참조
• “라이브러리 모듈 개요”

전원 구성 개요
모든 전원 공급 장치 및 PDU(전원 분배 장치)는 기본 모듈과 드라이브 모듈에 상주합니다.
전원 구성을 선택할 때 라이브러리에서 드라이브의 기능 및 개수에 따라 전원 중복성 요구사
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전원 중복성 옵션
• AC 전원 공급원 옵션
• DC 전원 공급 장치
• 전원 공급 장치 수량 계산
• 총 전력 소비량 계산
• 냉각

전원 중복성 옵션
다양한 레벨의 전원 중복성을 제공하는 세 가지 전원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 AC 전원 DC 전원 기능 지원

N+1(표준) 중복성 없음

기본 또는 드라이브 모듈
당 PDU 1개

1개의 추가 드라이브 DC 공급 장치 및
1개의 추가 로봇 기술 DC 공급 장치를
제공합니다.

T10000 드라이브에 대해 제한
적으로 지원되며, 중복 로봇 기
술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2N 중복

기본 또는 드라이브 모듈
당 PDU 2개

각 PDU에 대해 일련의 DC 전원 공급
장치를 제공합니다.

중복 로봇 기술 및 중복 전자 부
품 지원의 경우 필요합니다.

T10000 드라이브를 완전히 지
원합니다.

2N+1 중복

기본 또는 드라이브 모듈
당 PDU 2개

각 PDU에 대해 추가 전원 공급 장치를
제공합니다. 즉, 각 PDU에 대해 N+1
DC 전원 중복성을 제공합니다(단, 두
번째 PDU는 로봇에 대한 N DC 전원
공급 장치 중복성만 가짐).

중복 로봇 기술 및 중복 전자 부
품을 지원합니다.

T10000 드라이브를 완전히 지
원합니다.

AC 전원 공급원 옵션
라이브러리의 각 PDU에는 별도의 AC 전원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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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VAC, 50/60Hz, @ 30암페어(범위: 200–240VAC, 47–63Hz, 24암페어), 단상

AC 전원 케이블

• N+1 — 기본 모듈용 전원 코드 1개와 각 드라이브 모듈용 추가 전원 코드 1개 주문
• 2N 또는 2N+1 — 기본 모듈용 전원 코드 2개와 각 드라이브 모듈용 추가 전원 코드 2개

전원 코드 - 길이/유형 전원 공급원 회로 차단기 벽면 커넥터 라이브러리 커넥터

미국 3.7m(12피트) 12 AWG 240 VAC/30A 30A L6-30P L6-30R
국제 4m(13피트) HAR 240 VAC/30A 30A 330P6W L6-30R

DC 전원 공급 장치

그림 1.12. 전원 공급 장치 위치 - 기본 및 드라이브 모듈(후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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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일 DC 전원 공급 장치(1200W DC)
2. DC 전원 변환기
3. PDU(240 VAC)
4. 드라이브 DC 전원 공급 장치(1200W DC)

기본 카드 케이지 DC 전원 변환기

카드 케이지의 DC 변환기(“기본 모듈 카드 케이지”에서 위치 참조)는 드라이브 DC 전원 공
급 장치의 48VDC를 12VDC로 변환합니다. 해당 변환기는 SL3000 내 cPCI 전원 공급 장
치 기능을 대체합니다. 각 기본 모듈에는 2개의 DC 변환기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최소 카드 케이지 구성(컨트롤러 1개, 루트 스위치 1개, 스토리지 카드 3개, 비디오 카드 1개,
팬 조립품 1개)에는 최소 N+1 중복성을 위한 DC 변환기 2개와 2N 또는 2N+1 중복성을 위
한 DC 변환기 3개가 필요합니다.

최대 카드 케이지 구성(컨트롤러 4개, 루트 스위치 2개, 스토리지 카드 7개, 비디오 카드 1개,
팬 조립품 2개)에는 최소 N+1 중복성을 위한 DC 변환기 3개와 2N 또는 2N+1 중복성을 위
한 DC 변환기 4개가 필요합니다.

레일 전원 공급 장치

로봇은 기본 모듈 상단에 있는 로드 공유 1200W DC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며, 드라이브
모듈에는 레일 DC 공급 장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림 1.12. “전원 공급 장치 위치 - 기본
및 드라이브 모듈(후면 보기)” 참조). 레일 DC 전원 공급 장치는 실제로 드라이브에 사용되는
전원 공급 장치와 동일합니다.

각 기본 모듈에는 N+1 및 2N 구성에 사용되는 2개의 레일 DC 전원 공급 장치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2N+1 구성을 위해서는 세번째 DC 전원 공급 장치를 주문해야 합니다.

테이프 드라이브 전원 공급 장치

드라이브는 로드 공유 1200W DC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합니다. 최대 4개의 전원 공급 장치
가 기본 모듈과 드라이브 모듈의 각 PDU 왼쪽에 있습니다(그림 1.12. “전원 공급 장치 위치
- 기본 및 드라이브 모듈(후면 보기)” 참조).

라이브러리에는 기본 모듈당 2개, 드라이브 모듈당 2개의 드라이브 전원 공급 장치가 표준으
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추가 전원 공급 장치 수는 라이브러리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아래의
"전원 공급 장치 수량 계산" 참조).

전원 공급 장치 수량 계산

필요한 전원 공급 장치의 수는 다음에 따라 다릅니다.

• 전원 구성(N+1, 2N 또는 2N+1)
• 기본 카드 케이지 구성
• 드라이브 수 및 유형(T10000 및 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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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구성을 위해 주문할 전원 공급 장치 수를 결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카드 케이지의 최대 전력 소비량을 확인합니다(“카드 케이지 전력 소비량” 참조).
2. 드라이브의 최대 전력 소비량을 계산합니다.

a. 각 드라이브 유형 수를 확인하고 각 드라이브 유형에 대해 드라이브당 와트 값으로
곱합니다(“드라이브 전력 소비량” 참조).

b. 각 드라이브 유형에서 사용되는 와트 값을 모두 더하여 소비되는 총 와트 값을 계산
합니다.

3. 카드 케이지 전력 소비량과 드라이브 전력 소비량을 더합니다. 필요한 DC 전원 공급 장
치 수를 결정하려면 “기본 모듈에 필요한 DC 전원 공급 장치” 및 “드라이브 모듈에 필요
한 DC 전원 공급 장치”를 참조하십시오.

카드 케이지 전력 소비량

구성 최대 와트 값

최소(컨트롤러 1개, 루트 스위치 1개, 스토리지 카드 3개, 비디오 카드 1개 및 팬 조립품 2
개)

352

중간(컨트롤러 2개, 루트 스위치 2개, 스토리지 카드 3개, 비디오 카드 1개 및 팬 조립품 2
개)

511

최대(컨트롤러 2개, 기능 카드 2개, 루트 스위치 2개, 스토리지 카드 7개, 비디오 카드 1개
및 팬 조립품 2개)

793

드라이브 전력 소비량

드라이브 유형 각 드라이브에서 사용되는 와트 값

T10000A/B/C 91
T10000D 117
LTO 5, 6, 7 48

기본 모듈에 필요한 DC 전원 공급 장치

모든 드라이브에서 사용되
는 총 와트 값

N+1에 필요한 전원 공급 장
치

2N에 필요한 전원 공급 장
치

2N+1에 필요한 전원 공급
장치

1 - 1,063 2 2 4
1,064 - 2,263 3 4 6
2,264 - 3,463 4 6 8
3,464 - 3,805 5 8 8

드라이브 모듈에 필요한 DC 전원 공급 장치

모든 드라이브에서 사용되
는 총 와트 값

N+1에 필요한 전원 공급 장
치

2N에 필요한 전원 공급 장
치

2N+1에 필요한 전원 공급
장치

1 - 1,200 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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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구성 개요

모든 드라이브에서 사용되
는 총 와트 값

N+1에 필요한 전원 공급 장
치

2N에 필요한 전원 공급 장
치

2N+1에 필요한 전원 공급
장치

1,201 - 2,400 3 4 6
2,401 - 3,600 4 6 8
3,601 - 4,443 5 8 8

예: 필요한 DC 전원 공급 장치 수 계산

라이브러리 예에는 두 가지 드라이브 유형(T10000 및 LTO)의 기본 모듈과 드라이브 모듈 1
개가 있습니다. 기본 모듈에는 최소 구성 카드 케이지(352W)가 있습니다.

기본 모듈 드라이브 전력 소비량 예

드라이브 유형 드라이브 수량 드라이브당 와트 값(곱하
기)

드라이브 유형당 총 와트 값

T10000D 6 117 702
T10000C 6 91 546
LTO6 4 48 192

기본 모듈에 대한 총 드라이브 소비량 = 702 + 546 + 192 = 1,440W

드라이브 모듈 드라이브 전력 소비량 예

드라이브 유형 드라이브 수량 드라이브당 와트 값(곱하
기)

드라이브 유형당 총 와트 값

T10000C 10 91 910
LTO7 4 48 192

드라이브 모듈 총계 = 910 + 192 = 1,102W

기본 모듈은 1,792W(카드 케이지용 352W + 드라이브용 1,440W)를 소비합니다. 드라이브
모듈은 1,102W를 소비합니다.

아래의 표는 라이브러리 예에 필요한 전원 공급 장치를 나열합니다. 기본 모듈에는 2개의 테
이프 드라이브 DC 전원 공급 장치가 표준으로 제공되고, 드라이브 모듈에는 2개의 전원 공
급 장치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주문 수량을 결정할 때 필요한 DC 공급 장치에서 2
개를 빼야 합니다.

기본 모듈에 필요한 DC 공급 장치 예

라이브러리 전원 구성 필요한 DC 공급 장치 주문할 DC 공급 장치(= 필요한 수량
- 2)

N+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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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구성 개요

라이브러리 전원 구성 필요한 DC 공급 장치 주문할 DC 공급 장치(= 필요한 수량
- 2)

2N 4 2
2N+ 1 6 4

드라이브 모듈에 필요한 DC 공급 장치 예

라이브러리 전원 구성 필요한 DC 공급 장치 주문할 DC 공급 장치(= 필요한 수량
- 2)

N+ 1 2 0
2N 2 0
2N+1 4 2

주문해야 하는 DC 공급 장치 수는 전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 예에
2N+1 구성이 있을 경우 6개의 추가 DC 전원 공급 장치(기본 모듈용 4개 및 드라이브 모듈
용 2개)를 주문해야 합니다. 2N+1 구성에는 레일용 DC 공급 장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
라서 총 7개의 DC 전원 공급 장치를 주문해야 합니다.

총 전력 소비량 계산

환경이나 경제적 이유로 라이브러리 및 드라이브에 대한 총 전력 소비량(와트), CO2 배출량
값 및 영국식 열량 단위(Btu/시간)를 확인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 수량 유휴 와트 값 최대 와트 값

기본 라이브러리(필수)

포함: 카드 케이지, 로봇 1개, CAP 1개, 운영자 패널

1 301 518

중복 로봇 기술(선택사항) 1 48 154
추가 CAP(선택사항) 각각 10 14
드라이브 모듈/카트리지 모듈 각각 3 5
액세스 모듈 각각 9 29
T10000A/B/C 각각 61 93
T10000D 각각 64 127
LTO 각각 30 46

총 와트 값, CO2 배출량 및 Btu/시간 계산

라이브러리에 대한 총 전력 소비량(와트)을 계산하려면 라이브러리 구성에 적용 가능한 모든
와트 값을 더하십시오.

일간 CO2 배출량(kg)을 계산하려면 와트 값을 CO2 배출량 상수로 곱합니다.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상수를 사용하십시오(미국의 경우 0.02497).

전기 값을 Btu/시간으로 변환하려면 와트 값을 3.412(1W = 3.412Btu/시간)로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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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연결 옵션

전력 소비량 예 1
구성요소 수량 와트 값

SL4000 기본 모듈 1 518
LTO6 테이프 드라이브 16 736
라이브러리 총계 -- 1,254

• CO2 배출량: 1,254W x 0.02497 = 31.3Kg
• 전력 소비량: 1,254W x 3.412 = 4,279 Btu/시간

전력 소비량 예 2
구성요소 수량 와트 값

SL4000 기본 모듈 1 518
T10000D 테이프 드라이브 8 1,016
드라이브 모듈 1 5
T10000C 테이프 드라이브 8 744
카트리지 모듈 1 5
CAP(3 @ 10W 각각) 3 30
라이브러리 총계 -- 2,318

• CO2 배출량: 2,318W x 0.02497 = 57.9Kg
• 전력 소비량: 2,318W x 3.412 = 7,909 Btu/시간

호스트 연결 옵션
SL4000 라이브러리는 두 가지 유형의 호스트 연결을 지원합니다.

• 물리적 광 섬유 채널 인터페이스를 통한 SCSI(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 10/100/1000 Base-T 및 CAT 5e/1Gb 케이블을 사용한 이더넷

FC-SCSI 연결

라이브러리의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카드에는 2개의 FC 포트(1 및 2)가 표준으로 제공됩니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트 1만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포트 2를 활성화하려면 중복 제어 경
로 활성화 파일이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는 두 FC 포트를 사용하여 동시 액세스를 지원합
니다. 단, SCS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해당 연결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중
경로 장치 드라이버 또는 다중 경로를 인식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SCSI 명령 세트, FC 작업, 토폴로지 및 명령 구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L4000 SCSI
Referenc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 “사용할 수 없는 광 섬유 채널 포트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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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관리 응용 프로그램

TCP/IP 연결

라이브러리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과의 통신을 위해 라이브러리 컨트롤러에
2개의 별도 이더넷 연결(고객 포트)을 제공합니다.

• 포트 1은 기본 호스트 연결(표준)을 제공합니다.
• 포트 2는 이중 연결(이중 TCP/IP라고도 함)을 제공합니다. 이 포트를 활성화하려면 중복

제어 경로 활성화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중 이더넷을 사용으로 설정하면 2개의 포트가 단
일 인터페이스에 연결되므로 각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카드의 포트 쌍에 대한 IP 주소가 한
개만 필요합니다. 이중 TCP/IP는 고장난 포트를 자동으로 회피하여 라이브러리와 호스트
간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해줍니다.

참조

• “중복성을 위해 라이브러리 컨트롤러의 두 고객 포트에 연결”

라이브러리 관리 응용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공급업체(ISV)

소프트웨어 공급업체(ISV)

• Oracle DIVA
• Oracle HSM(Hierarchical Storage Manager)
• Oracle Secure Backup
• Hewlett Packard Enterprise Data Protector
• Commvault Software
• Dell/EMC NetWorker
• IBM Spectrum Protect
• Veritas Netbackup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모든 플랫폼이나 버전에서 테스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지원되는지 확인하려면 Oracle 영업 담당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주문
영업 지원부(+1.888.672.2534)로 문의하십시오.

테이프 카트리지는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카트리지가 호환되고 보증 기간 이내인 경우 기
존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fessional Services 및 Data Center Services는 매체
및 드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 지역 대리점에서 매체를 주문하거나 매체 특별 판매 지원을 받으려면 1-877-STK-TAPE
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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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전자메일: <tapemediaorders_ww@oracle.com>

아래의 표에서는 라이브러리 구성요소 및 업그레이드 옵션에 대한 마케팅 부품 번호를 제공
합니다. ATO는 초기 주문용이며 PTO는 업그레이드 주문용입니다.

부품 유형 설명 ATO PTO

모듈 기본 모듈, 활성 셀 없음, 드라이브 배열 1개, CAP,
LTO 7 드라이브 2개

7112359 해당 사항 없음

모듈 드라이브 모듈, 활성 셀 없음, 드라이브 배열 1개 7112361 7112379
모듈 카트리지 모듈, 활성 셀 없음(스토리지 셀 438-620

개)
7112362 7112380

모듈 왼쪽 액세스 모듈, 234개 대량 로드 CAP 7112363 7112381
모듈 오른쪽 액세스 모듈, 234개 대량 로드 CAP 7112364 7112382
업그레이드 이중 로봇 7112369 7112388
업그레이드 CAP(13셀 매거진 2개) 7112370 7112389
업그레이드 스페어 CAP 매거진(셀 13개) 7112375 7112394
업그레이드 테이프 드라이브 배열(드라이브 배열 8개) 7112371 7112390
업그레이드 웹 카메라 7116404 7116405
전원 1200W DC 전원 공급 장치(테이프 드라이브 및 로

봇 기술용)
7112368 7112386

전원 200-240 VAC 30암페어 PDU 7112365 7112383
전원 미국 전원 코드 30A/220V, L6-30P 플러그, L6-

30R 커넥터, 3.6미터
7112366 7112384

전원 국제 전원 코드, 30A/220V, 330 P6W 플러그,
L6-30R 커넥터, 4미터

7112367 7112385

활성화 파일 테이프 카트리지 셀 25개 해당 사항 없음 7112417
활성화 파일 테이프 카트리지 셀 100개 해당 사항 없음 7112418
활성화 파일 테이프 카트리지 셀 200개 해당 사항 없음 7112419
활성화 파일 테이프 카트리지 셀 500개 해당 사항 없음 7112420
활성화 파일 테이프 카트리지 셀 1000개 해당 사항 없음 7112421
활성화 파일 분할 해당 사항 없음 기본 모듈에 포함
활성화 파일 중복 제어 경로 해당 사항 없음 7112416
테이프 드라이브 T10000D 테이프 드라이브: 16Gb FC 해당 사항 없음 7105799
테이프 드라이브 T10000D 테이프 드라이브: 16Gb FICON 해당 사항 없음 7105800
테이프 드라이브 OKM과 호환되는 IBM LTO6 FC 해당 사항 없음 7104436
테이프 드라이브 OKM과 호환되지 않는 IBM LTO6 FC 해당 사항 없음 7113288
테이프 드라이브 OKM과 호환되는 IBM LTO7 FC 해당 사항 없음 7113979
테이프 드라이브 OKM과 호환되지 않는 IBM LTO7 FC 해당 사항 없음 7113981
테이프 드라이브 IBM LTO용 OKM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키트

(Belisarius 카드)
해당 사항 없음 7113290

암호화 허용 드라이브 하나당 T10000 암호화 활성화 허용1 해당 사항 없음 T10K-EKEY-A-N
암호화 허용 드라이브 하나당 LTO 암호화 활성화 허용2 해당 사항 없음 LTO-ENCR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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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부품 유형 설명 ATO PTO
ACTIVE

1T10000 암호화 및 암호화 활성화 허용 재사용을 참조하십시오.
2LTO 암호화 및 암호화 활성화 허용 재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지원 옵션

서비스 및 지원 담당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주문 및 설치 계획 중 현지 및 원격 지원 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Service Delivery Platform

StorageTek SDP(Service Delivery Platform)는 빠른 문제 해결, 분석 및 추세와 향상된 진
단 기능을 제공하는 지원 개선 솔루션입니다. SDP는 라이브러리 및 StorageTek T 시리즈
테이프 드라이브에 연결되는 Linux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원격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SDP
는 장치 이벤트를 수집하고 지원 분석가에게 경보를 보고하여 원격 진단 및 ASR(자동 서비
스 요청)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Oracle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http://www.oracle
.com/technetwork/systems/asr/documentation/oracle-installed-
storage-330027.html을 방문하십시오.

Oracle Premier Support for Systems

Oracle Premier Support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통합형 지원 솔루션입니다.

• 전체 시스템 보호 및 Oracle 시스템 전문가에 대한 무제한 24/7 액세스
• 필수 제품 업데이트(펌웨어 등)
• 맞춤형 사전 예방 IT 지원 및 신속 대응 하드웨어 서비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http://www.oracle.com/us/support/index.html을 방문하
십시오.

지원 문의

Oracle 글로벌 고객 지원 연락처 디렉토리는 http://www.oracle.com/us/support/
contact-068555.html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y Oracle Support(https://support.oracle.com/)에서 서비스 요청을 제출, 업데이
트 또는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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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최대화를 위한 라이브러리 구성 지침
• 라이브러리 스트링 가운데에 기본 모듈을 배치합니다.
• 기본 모듈 왼쪽과 오른쪽에 대칭을 이루어 카트리지 모듈을 배치합니다.
• 로봇 경합이 줄어들도록 라이브러리 스트링 내에서 드라이브 모듈을 분산합니다.
• 대량 로드용 액세스 모듈을 하나만 추가하는 경우 라이브러리 스트링 왼쪽 면에 모듈을 배

치합니다.
• 추가 CAP를 설치하는 경우 라이브러리 스트링 왼쪽과 오른쪽 면 사이에 CAP를 대칭적으

로 배치합니다. 라이브러리를 분할하는 경우 각 분할 영역에 대해 하나 이상의 CAP를 제
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CAP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각 분할 영역에 전용 CAP가 포함됩
니다.

• 최고 작업 로드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테이프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논
리적으로 테이프 드라이브와 호환되는 테이프를 함께 그룹화합니다.

• 중단 없이 증가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용량을 사전 설치합니다.

라이브러리 치수 및 무게
• 기본 모듈 측정값
• 드라이브 모듈 측정값
• 카트리지 모듈 및 장착 모듈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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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치수 및 무게

• 액세스 모듈 측정값
• 덮개, 도어 및 서비스 여유 공간
• 배송 무게 및 치수

참조

• “라이브러리 모듈 개요”

그림 2.1. 여유 공간 및 치수(SL4000 측면 보기)

1. 기본 및 드라이브 모듈 후면 서비스 여유 공간
2. 기본 및 드라이브 모듈 전면 서비스 여유 공간
3. 액세스 모듈 서비스 여유 공간
4. 하중 패드 조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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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치수 및 무게

그림 2.2. 여유 공간 및 치수(SL4000 레이아웃 예의 상단 보기)

1. 측면 냉각 영역
2. 측면 덮개
3. 소화 시스템의 노즐 홈
4. 기본 모듈 및 드라이브 모듈 서비스 여유 공간(연한 회색 영역)
5. 액세스 모듈 서비스 여유 공간(진한 회색 영역)
6. 하중 분산 패드

기본 모듈 측정값

치수 측정값

높이 196.7cm(77.45인치) 운반용 캐스터 포함 시

2장. 하드웨어 설치 계획 · 51



라이브러리 치수 및 무게

치수 측정값
197.5cm(77.75인치) ~ 201.68cm(79.4인치) 영구 설치용 하중 패드 포함 시

너비 76.8cm(30.22인치) 모듈 사이 배치 시

81.3cm(32인치) 운반 너비(측면 덮개 없음)1

91.5cm(36인치) 양쪽 측면에 측면 덮개가 있는 독립형2

깊이 121.9cm(48인치)
서비스 영역 전면: 45.7cm(18.0인치)

후면: 81.3cm(32.0인치)

측면 냉각 영역: 5cm(2인치)

측면 설치 영역: 45.7cm(18.0인치)
무게 프레임만: 357kg(786파운드), 배송 무게: 406kg(895파운드)

8개의 드라이브 및 테이프: 618kg(1362파운드)

16개의 드라이브 및 테이프: 656kg(1447파운드)

24개의 드라이브 및 테이프: 682kg(1504파운드)

측면 덮개: 측면당 18.5kg(41파운드)
1모듈의 양쪽 측면에 있는 조정 탭으로 인해 너비가 76.8cm에서 4.5cm 늘어나므로 최소 운반 여유 공간은 81.3cm
입니다.
21개의 측면 덮개는 모듈의 너비를 7.4cm(2.9인치) 늘립니다. 라이브러리의 양쪽 끝에만 측면 덮개가 필요합니다.

드라이브 모듈 측정값
치수 측정값

높이 196.7cm(77.45인치) 운반용 캐스터 포함 시

197.5cm(77.75인치) ~ 201.68cm(79.4인치) 영구 설치용 잭 패드 포함 시
너비(모듈만) 76.8cm(30.22인치) 모듈 사이 배치 시

81.3cm(32인치) 운반 너비(측면 덮개 없음)1

83.8cm(33인치) 1개의 측면 덮개 포함 시
깊이(도어 닫힘) 121.9cm(48인치)
서비스 영역 전면: 45.7cm(18.0인치)

후면: 81.3cm(32.0인치)

측면 냉각 영역: 5cm(2인치)

측면 설치 영역: 45.7cm(18.0인치)
무게 프레임만, CAP 없음: 265kg(584파운드)

배송(프레임만): 314kg(693파운드), 321kg(708파운드) CAP 포함 시

8개의 드라이브 및 테이프: 540kg(1190파운드), 582kg(1284파운드) CAP 포함 시

16개의 드라이브 및 테이프: 596kg(1314파운드), 621kg(1369파운드) CAP 포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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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치수 및 무게

치수 측정값
24개의 드라이브 및 테이프: 647kg(1426파운드), 660kg(1456파운드) CAP 포함 시

32개의 드라이브 및 테이프: 709kg(1564파운드), 723kg(1594파운드) CAP 포함 시
1모듈의 양쪽 측면에 있는 조정 탭으로 인해 너비가 76.8cm에서 4.5cm 늘어나므로 최소 운반 여유 공간은 81.3cm
입니다.

카트리지 모듈 및 장착 모듈 측정값

치수 측정값

높이 196.7cm(77.45인치) 운반용 캐스터 포함 시

197.5cm(77.75인치) ~ 201.68cm(79.4인치) 영구 설치용 잭 패드 포함 시
너비(모듈만) 76.8cm(30.22인치) 모듈/측면 덮개 사이 배치 시

81.3cm(32인치) 운반 너비(측면 덮개 없음)1

83.8cm(33인치) 1개의 측면 덮개 포함 시
깊이 77.5cm(30.5인치)
무게(카트리지 모듈) 프레임만: 175kg(385파운드)

배송: 213kg(469파운드)

설치됨(테이프 포함): 340kg(749파운드)
무게(장착 모듈) 프레임만: 122.5kg(270파운드)

배송: 213kg(469파운드)
1모듈의 양쪽 측면에 있는 조정 탭으로 인해 너비가 76.8cm에서 4.5cm 늘어나므로 최소 운반 여유 공간은 81.3cm
입니다.

액세스 모듈 측정값

치수 측정값

높이 196.7cm(77.45인치) 운반용 캐스터 포함 시

197.5cm(77.75인치) ~ 201.68cm(79.4인치) 영구 설치용 잭 패드 포함 시
너비 91.4cm(36.0인치) 모듈 및 측면 덮개 사이 배치 시

96cm(37.8인치) 운반 너비(측면 덮개 없음)1

99.1cm(39인치) 1개의 측면 덮개 포함 시
깊이 77.5cm(30.5인치)
서비스 영역 전면: 59.7cm(23.5인치)
무게 프레임만: 204.2kg(450파운드)

배송: 260kg(570파운드)
1모듈의 양쪽 측면에 있는 조정 탭으로 인해 너비가 91.5cm에서 4.5cm 늘어나므로 최소 운반 여유 공간은 96cm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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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현장 요구사항

덮개, 도어 및 서비스 여유 공간

치수 측정값

높이 190.3cm(74.9인치) 프레임만
도어 두께 전면: 1.9cm(0.75인치)

후면: 4.5cm(1.75인치)
도어 걸쇠 2.53cm(0.9인치)
서비스 여유 공간 전면: 45.7cm(18인치) 기본 및 드라이브 모듈 전용, 59.7cm(23.5인치) 액세스 모듈용

후면: 81cm(32인치) 기본 및 드라이브 모듈 전용

측면: 5cm(2인치) 냉각용, 45.7cm(18.0인치) 설치용
측면 덮개 7.4cm(2.9인치) 너비

18.5kg(41파운드) 각각

배송 무게 및 치수

SL4000 라이브러리 모듈 및 기타 구성요소는 팰릿에 배송됩니다. 아래의 표는 각 모듈 및
해당 배송 사양을 나열합니다. 팰릿의 장비를 엘리베이터로 운반해야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가 무게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성요소 높이 너비 깊이 무게

기본 모듈 216cm(85인치) 97cm(38.3인치) 160cm(63인치) 415kg(916파운드)
드라이브 모듈 216cm(85인치) 97cm(38.3인치) 160cm(63인치) 338kg(745파운드)
카트리지/장착 모듈 216cm(85인치) 97cm(38.3인치) 96cm(38인치) 213kg(469파운드)
액세스 모듈 216cm(85인치) 97cm(38.3인치) 148cm(58인치) 260kg(570파운드)
LTO 드라이브 트레이 32cm(12.6인치) 31cm(12.2인치) 66cm(26인치) 9.5kg(20.9파운드)
T10000 드라이브 트
레이

34cm(13.4인치) 31cm(12.2인치) 66cm(26인치) 10.5kg(23.1파운드)

드라이브 배열 50cm(19.7인치) 66cm(26인치) 85cm(33.5인치) 24kg(53.9파운드)
CAP 36cm(14.2인치) 40cm(15.7인치) 136cm(53.5인치) 22.6kg(49.8파운드)
중복 로봇 65cm(25.6인치) 47cm(18.5인치) 198.2cm(78인치) 27.6kg(60.8파운드)
PDU 43.2cm(17인치) 34.3cm(13.5인치) 45.7cm(18인치) 8.6kg(19파운드)
전원 공급 장치 14cm(5.5인치) 29cm(11.4인치) 40cm(15.7인치) 4kg(8.8파운드)
전원 코드 10.2cm(4인치) 31.8cm(12.5인치) 31.8cm(12.5인치) 1.6kg(3.5파운드)

팰릿의 팰릿 램프 설계는 고객 현장에서 모듈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듈에
는 용이한 배치를 위한 바퀴가 있습니다. 위치를 정했으면 모듈을 바퀴 받침대에서 들어 올려
고정 및 수평 조절을 위해 적재판에 두어야 합니다.

설치 현장 요구사항
• 물리적 공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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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현장 요구사항

• 바닥 요구사항
• 환경 요구사항
• 전원 요구사항
• 폐기물 처리

물리적 공간 요구사항

라이브러리에는 충분한 물리적 공간과 서비스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구성요소가 엘리베이
터 문을 통과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라이브러리 치수 및 무게” 참조). 나중에
모듈을 추가하려는 경우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권장되는 라이브러리 조정 높이는 200cm(77.6인치)입니다. 라이브러리의 상단이 설치 현장
의 천정 구조물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닥 요구사항

라이브러리는 공기 흐름이 적절한 경우 높은 바닥, 평지 바닥 또는 카펫이 깔린 바닥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높은 바닥 — 라이브러리 바로 아래에 통풍 패널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평지 바닥 — 넘어지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정으로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 카펫이 깔린 바닥 — 카펫이 컴퓨터실 장비에 적합하고 ESD(정전기 방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무게

현장 바닥이 라이브러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중 분산 패드당
454kg(1,000파운드)을 지탱해야 합니다. 모듈당 4개의 분산 패드가 있습니다(그림 2.2. “여
유 공간 및 치수(SL4000 레이아웃 예의 상단 보기)” 참조).

엘리베이터로 장비를 운반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배송 무게 및 치수” 참조).

바닥 경사

로봇은 라이브러리에서 수평면을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수평이 아닌 조건에서는 로봇이 구
부러지거나 조기에 고장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경사가 낮은 경우 라이브러리 하중 패드
가 이에 맞게 조정됩니다. 하지만 설치 전 바닥 경사가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 요구사항

최적의 안정성을 얻으려면 환경을 권장 범위 사이로 유지하십시오.

설명 온도 상대 습도(비응축) 최대 습구 온도 최대 고도

작동 15 ~ 32°C(60 ~ 90°F)
건구

20% ~ 80%1 29.2°C(84.5°F) 3.05km(10,000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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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현장 요구사항

설명 온도 상대 습도(비응축) 최대 습구 온도 최대 고도

보관 10 ~ 40°C(50 ~ 104°
F)

10% ~ 95% 35.0°C(95.0°F) 3.05km(10,000피트)

배송 -40 ~ 60°C(-40 ~ 140°
F)

10% ~ 95% 35.0°C(95.0°F) 15.24km(50,000피트)

1상대 습도는 40% ~ 5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 오염물

공기 중 입자는 테이프 라이브러리, 드라이브 및 테이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테이프 라
이브러리의 작동 환경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ISO 14644-1 Class 8 Environment
• 공기 중 입자의 총 질량이 입방 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합니다.
• ANSI/ISA 71.04-1985에서 심각도 레벨 G1

10미크론보다 작은 입자는 대부분의 데이터 처리 하드웨어에 해롭습니다. 전자 부품에 특히
위험한 가스에는 염소 혼합물, 암모니아 및 그 유도체, 황산화물, 가솔린 탄화수소 등이 있습
니다. 적절한 하드웨어 노출 한계가 없으면 상태 노출 한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염소 처리수를 사용한 가습은 공기 중 염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가습을 위해 염소 처리수를
사용하는 경우 올바르게 설계된 탄소 필터를 사용하여 안전한 레벨의 공기 중 염소를 유지하
십시오.

표 2.1. 가스 제한 권장 사항

화학물질 ASHRAE OSHA(PEL) ACGIH NIOSH

아세트산(CH3COOH) 정의되지 않음 10ppm 정의되지 않음 정의되지 않음
암모니아(NH) 3500µg/m3 350ppm 25ppm 정의되지 않음
염소(Cl) 2100µg/m3 31ppm (c) 정의되지 않음 0.5ppm (c)
염화수소(HCI) 정의되지 않음 5ppm (c) 정의되지 않음 정의되지 않음
황화수소(H2S) 50µg/m3 320ppm (c) 10ppm 10ppm
오존(O3) 235µg/m3 30.1ppm 정의되지 않음 정의되지 않음
가솔린 탄화수소(CnHn) 정의되지 않음 500ppm 75ppm 300ppm
이산화황(SO2) 80µg/m3 35ppm 2ppm 0.5ppm (c)
황산(H2SO4) 정의되지 않음 1ppm 정의되지 않음 1ppm (c)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몇 가지 예방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 센터에 식음료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 판지, 나무, 포장 재료는 데이터 센터 청정 구역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포장 상자에서 새 장비를 풀기 위한 별도의 구역을 마련하십시오.
• 데이터 센터에서 민감한 장비를 먼저 격리하지 않은 채 건설이나 시공 작업을 진행하지 마

십시오. 석고와 석고판은 특히 장비에 손상을 입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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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계획

지진 등급

지진 내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전세계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Oracle은 SL4000 라
이브러리에 대한 표준 "지진"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진 문제가 있는 경우 현지 코드
및 요구사항에 익숙한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essional Services에서
도 이 작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

자격을 갖춘 지진 전문가와 상의하여 지진 영역에 노출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적절한 현장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지진 활동 지역 내 현장의 경우 추가적인 안정성을 위해 라이브러리 위치를 영구적으로 수정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1/2인치 카트리지 볼트(장착 못)를 사용하여 라이브러
리의 위치를 영구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각 모듈의 바닥에 장착 구멍을 제공합니다.

전원 요구사항

“전원 구성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폐기물 처리

모든 포장재 폐기에 대한 계획입니다. 현장에 쓰레기통 또는 재활용 상자가 제공되는지 또는
추가 비용으로 외부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길지 결정하십시오.

소화 계획
라이브러리에는 소화 시스템이 제공되지 않지만, 각 모듈에는 5cm(2인치) 직경의 노즐 개
구부가 있습니다(그림 2.2. “여유 공간 및 치수(SL4000 레이아웃 예의 상단 보기)” 참조). 노
즐에 맞게 사용자정의하려는 경우 가로 세로 7cm(2.75인치) 및 1.2mm(0.048 인치) 두께의
덮개 판이 덮고 있는 개구부를 드릴로 뚫을 수 있습니다. Professional Services로부터 소화
계획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노즐은 로봇 기술 작동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라이브러리로 1.9cm(0.75인치) 이상 돌출될 수 없습
니다.

기본 모듈 안전 컨트롤러 카드의 커넥터를 사용하여 EPO(긴급 전원 차단) 시스템에 라이브
러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안전 컨트롤러” 참조).

네트워킹
라이브러리와 호스트 소프트웨어 간 통신에 전용 보안 개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처리량을 최대화하고 리소스 경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더넷 허브 또는 스위치를
사용한 보안 개인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스위치를 자동 협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각
외부 라이브러리 포트는 별도의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포트가 동일한 서브넷에
있을 경우 하나의 포트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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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배선

중복성을 위해 라이브러리 컨트롤러의 두 고객 포트에 연결

이중 TCP/IP를 사용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비스택형 스위치에 각 고객 포트를
연결하십시오. 두 고객 포트를 단일 물리적 스위치 또는 단일 논리적 스위치에 연결하면 고객
네트워크 포트의 작동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라이브러리 GUI에 연결할 브라우저를 실행 중인 시스템 또는 직접 SC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라이브러리를 제어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서버가 "고객 워
크스테이션"일 수 있는 구성 예를 보여줍니다.

참조

• “호스트 연결 옵션”

케이블 배선
기본 및 드라이브 모듈 후면 도어의 상단과 하단에는 케이블 배선을 위한 개구부가 있습니다.
개구부는 2.5cm(1인치) X 73cm(29인치)입니다.

주:

후면 도어에서 도어 표면 하단 근처에는 2개의 사각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케이블 배선용이 아니라
PDU 켜기/끄기 스위치 액세스용입니다.

케이블을 배선할 때 전원, 라이브러리 제어 및 이더넷 케이블에 대한 위치를 포함해야 합니
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원 케이블을 한 개구부를 통해 배선하고 신호 케이블을 다른 개구부
를 통해 배선하는 것입니다.

그림 2.3. 도어 케이블 배선 개구부

1. 케이블 배선 영역
2. 후면 도어 상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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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설치 시간

AC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에 대한 위치를 계획하고 연관된 회로 차단기에 대한 위치를 나열해야 합니다. 전
원 구성에 적절한 케이블을 주문하십시오(“AC 전원 공급원 옵션” 참조).

라이브러리 네트워크 케이블

라이브러리는 62.5미크론 케이블 SAN(Storage Area Network)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라이브러리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케이블은 50미크론 케이블이어야 합니다.

지원되는 최대 케이블 거리는 링크 속도, 광 섬유 유형(50 또는 62.5미크론) 및 라이브러리
가 연결된 장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8Gbps = 62.5미크론의 경우 최대 21m(69피트), 50미크론의 경우 50m(164피트)
• 4Gbps = 62.5미크론의 경우 최대 70m(230피트), 50미크론의 경우 150m(492피트)
• 2Gbps = 62.5미크론의 경우 최대 150m(492피트), 50미크론의 경우 300m(984피트)
• 1Gbps = 62.5미크론의 경우 최대 175m(574피트), 50미크론의 경우 500m(1640피트)

라이브러리를 HBA(호스트 버스 어댑터)에 연결하는 경우 지원되는 케이블 길이는 해당
HBA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대략적인 설치 시간
아래에 나열된 시간에는 라이브러리 초기화, 테스트, 감사 및 기능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지 않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모듈/구성요소 예상 시간(시간) 필요한 인원 총 인력 시간

기본(드라이브 8개, 표준) 3 2 6
드라이브 모듈(각각) 2 2 4
카트리지 모듈(각각) 2 2 4
장착 모듈 2개 2 2 4
액세스 모듈(각각) 2 2 4
CAP(각각) 1 2 2
테이프 드라이브(각 드라이브) 0.5 1 0.5
펌웨어 0.2 1 0.2
통합(케이블, 허브, 스위치, 연결) 8 1 8
테이프(각각) 0.02 1 다양함
소프트웨어 구성 2 ~ 8 1 다양함

초기 구성 마법사 정보
처음 라이브러리의 전원을 켜기 전에 다음 라이브러리 구성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라이브러
리 GUI의 초기 구성 마법사를 완료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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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구성 마법사 정보

• 공용 포트, 서비스 포트 및 OKM 포트(OKM을 사용 중인 경우)에 대한 IPv4 또는 IPv6 정
보. 각 포트는 다른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 IPv4의 경우 IP 주소, 넷마스크 및 게이트웨이를 확인합니다.
◦ IPv6의 경우 IP 주소, 접두어 길이 및 게이트웨이를 확인합니다.

• HTTP(기본값: 80) 및 HTTPS(기본값: 443) 수신 포트
• 라이브러리 시간대:

◦ UTC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지역별 설정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NTP 서버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하는지 확인합니다.

• 라이브러리 이름
• 원하는 시스템 셀 레이블 형식을 확인합니다(“볼륨 레이블 형식 옵션” 참조).
• 선택사항: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공용 포트에 대한 DNS 정보

◦ 도메인 이름
◦ 최대 3개의 DNS 서버 주소

주의:

DNS를 사용하는 경우 구성 전 모든 DNS 서버 정보가 올바르며 고객 포트에 유효한 링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DNS 정보를 사용할 경우 라이브러리를 시작하는 데 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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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장. 기본적인 GUI 작업

목차

• GUI에 로그인
• GUI 영역
• 스프레드시트로 GUI 테이블 내보내기
• 테이블 검색 및 정렬
• 키보드로 GUI 탐색

참조

• 4장. 사용자 로그인 설정 구성

GUI에 로그인
전면 터치 스크린 또는 기본 모듈에 연결된 키보드와 모니터를 통해 브라우저에서 원격으로
GUI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주:

로그인 시도가 5회 잘못되면 30분 동안 사용자 계정이 잠깁니다. 계정 잠금을 해제해야 할 경우 라이브
러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사용자 계정 잠금 해제” 참조).

참조

• 4장. 사용자 로그인 설정 구성

원격으로 로그인

1. 라이브러리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얻습니다. 표준 포트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라이브러리 관리자에게 포트 번호도 얻습니다.

2. 브라우저에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라이브러리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포트>

표준 포트 번호 80(http) 또는 433(https)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포트 번호가 필요합
니다. 예를 들어, 포트 7102를 사용하는 경우 MyLibrary.mycompany.com:7102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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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에 로그인

주:

"HTTPS 연결을 신뢰할 수 없음" 경고가 표시되면 브라우저의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버를 신뢰하도록 브라우저를 구성하십시오(“HTTPS에 대한 라이브러리의 SSL/TLS
인증서 관리” 참조).

3.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Log In을 누릅니다.

지원되는 브라우저

• Microsoft Edge 25.x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11
• Google Chrome 53+
• Mozilla Firefox 45+
• Apple Safari 8 및 9

주:

브라우저마다 약간의 작동 차이와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
해 보십시오.

라이브러리의 전면 터치 스크린에서 로컬로 로그인

1. 운영자 패널 화면을 터치하여 활성화합니다.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을 경우 디스플레이
가 후면 VGA 포트 또는 다른 컨트롤러로 설정된 것입니다. SOURCE 버튼(“운영자 패
널”의 다이어그램 참조)을 눌러 컨트롤러 소스를 활성 라이브러리 컨트롤러(L1)로 설정
합니다.

2.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Log In을 누릅니다.

키보드, 마우스 및 모니터를 사용하여 로컬로 로그인

1. 기본 카드 케이지의 라이브러리 컨트롤러에 있는 USB 포트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
합니다(“라이브러리 컨트롤러”의 다이어그램 참조).

2. 기본 카드 케이지의 비디오 카드에 있는 VGA 포트에 모니터를 연결합니다(“비디오 카
드”의 다이어그램 참조).

3. 비디오 카드의 SELECT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를 VGA 포트로 설정합니다(“비디오 카
드”의 다이어그램 참조). 컨트롤러 소스를 활성 라이브러리 컨트롤러(L1)로 설정합니다.

4.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Log In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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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영역

GUI 영역

1. 마스트헤드 — 현재 사용자를 표시합니다. 이 영역에서 사용자 환경 설정을 구성하고, 도
움말에 액세스하고, 로그아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상태 표시줄 — 현재 라이브러리, 장치 및 분할 영역 상태를 표시합니다(“상태 표시줄에
서 라이브러리, 장치 및 분할 영역의 상태 보기” 참조). 이 영역에서 라이브러리 제어 상
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라이브러리 설정”, “라이브러리 다
시 시작 또는 라이브러리 OS 재부트” 및 “라이브러리 끄기” 참조).

3. 탐색 — 눌러서 GUI의 여러 부분을 확인합니다.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해당 버튼 중 일
부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각 사용자 역할이 사용 가능한 기능” 참조).

4. 컨텐츠 영역 — 선택된 탐색 및 탭에 따라 변경됩니다.
5. 탭 — 현재 페이지에 대한 다른 컨텐츠를 표시합니다.
6. 작업 버튼 — 다양한 GUI 작업(예: 분할 영역 추가, 새로고침 등)을 수행합니다. 아이콘

을 가리키면 도구 설명이 표시됩니다.

스프레드시트로 GUI 테이블 내보내기
GUI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xls 파일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1.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2. Export 를 누릅니다.
3. 파일을 원하는 위치에 저장합니다.
4. 스프레드시트 응용 프로그램(예: Microsoft Excel)에서 파일을 엽니다.

주:

파일 확장자는 .xls이지만 형식은 html입니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열 때 파일이 손
상되지 않았으며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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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검색 및 정렬

5. 날짜/시간 열의 형식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cel을 사용하는 경우 열을 선택합
니다. Format Cell(셀 서식), Custom(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다음 형식(예: mm/dd/yy
hh:mm:ss.0;@)을 입력합니다.

Format Cell(셀 서식), Date(날짜)를 선택하고 날짜 유형(예: MM/DD/YY HH:MM)을 선택
하면 시간이 가장 가까운 분으로 반올림됩니다.

테이블 검색 및 정렬

GUI에서 테이블을 검색 및 정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렬 기능이 필요한 경우 테이블을 스
프레드시트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스프레드시트로 GUI 테이블 내보내기” 참조).

테이블 정렬

1. 열 제목을 가리킵니다.
2.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 를 눌러 열을 정렬합니다.

필터를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검색

1. 열 제목 위에 있는 흰색 검색줄을 누릅니다.

2. 검색 값을 입력합니다. 값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음). 또는
검색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큼) 및 <(보다 작음) — 값이 있는 숫자 필드 또는 문자열에 유효합니다.
<LtoGen6(매체 유형의 경우) 또는 >2017-06-16(날짜/시간의 경우)을 예로 들 수 있
습니다. 날짜/시간의 경우 YYYY-MM-DD를 완전히 지정해야 하므로 >2017-06은 작
동하지 않습니다.

• !(같지 않음) — !Complete, !DefaultPartition 등
• *(와일드카드) — 예를 들어, Z*는 문자 Z로 시작하는 모든 행과 일치합니다.

◦ 와일드카드는 텍스트 필드에만 유효하며 숫자 또는 날짜 필드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 와일드카드는 필터당 하나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검색 연산자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

시오.
• 숫자 필드의 경우 검색에 콤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5,280 대신 5280을

사용하십시오.
• 널 값은 어떤 필터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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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로 GUI 탐색

주:

검색 시 대소문자가 구분되지 않으며 검색 연산자는 한 번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
Default*(연산자 2개 사용)는 결과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Enter 키를 누르거나 Refresh 를 누릅니다.
4. 필터를 제거하려면 텍스트를 삭제한 다음 Enter 키를 누르거나 Refresh 를 누릅니

다.

다중 열 필터링 예

검색 항목을 다중 열에 입력하여 추가로 결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apes 테이
블에서 모든 청소 및 진단 LTO 테이프를 찾으려는 경우 Media Type에서 LTO*, Medium
Type에서 !Data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로 GUI 탐색
접근성 목적으로 다음 키보드 작업을 통해 GUI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 Tab 순회 — Tab 순회를 통해 페이지의 모든 활성 요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ab 키
를 사용하여 다음 컨트롤로 이동하고 Shift+Tab을 사용하여 이전 컨트롤로 이동할 수 있
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컨트롤에 포커스가 있을 경우 Enter 키를 눌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화살표 키 — 일부 복합 구성요소는 Tab 키를 사용하여 포커스를 받은 후 화살표를 사용
하여 탐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접근성 옵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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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장. 사용자 로그인 설정 구성

개별 사용자 작업:

• 암호 변경
• 사용자 ID에 복구 전자메일 주소 추가
• 분실한 암호 복구
• 접근성 옵션 설정
• 세션 시간 초과 설정
• 로그인 후 표시할 초기 페이지 설정
• 상태 표시줄에 라이브러리의 현재 날짜 및 시간 표시
• UTC로 날짜 및 시간 표시
• 숨겨진 경고 및 확인 메시지 복원

관리자 작업:

• 사용자 추가, 수정 또는 삭제
• 다른 사용자의 암호 변경

참조

• 부록 A. 사용자 역할

암호 변경
이 절차는 GUI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암호를 잊은 경
우 “분실한 암호 복구”를 참조하십시오.

1. GUI의 오른쪽 맨 위에 있는 Preferences를 누른 다음 Reset Password를 선택합니
다.

2. 새 암호를 입력합니다.

주:

암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하며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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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ID에 복구 전자메일 주소 추가

다른 사용자의 암호 변경

Administrator 역할을 보유한 경우 다른 사용자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추가,
수정 또는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ID에 복구 전자메일 주소 추가
암호를 분실하여 재설정해야 하는 경우 전자메일 주소를 사용자 ID와 연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메일을 통한 암호 재설정은 SMTP 서버가 라이브러리에서 구성되었으며 전자메
일 작업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전자메일 통지 구성” 참조).

1. GUI의 오른쪽 맨 위에 있는 Preferences를 누릅니다.
2. User Preferences를 선택합니다.
3. 암호 분실 시 사용할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참조

• “분실한 암호 복구”

분실한 암호 복구

옵션 1 — 라이브러리 관리자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암호 재설정

라이브러리 관리자는 “다른 사용자의 암호 변경”에서 절차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옵션 2 — 복구 전자메일 생성

SMTP 서버가 구성되고(“전자메일 통지 구성” 참조) 복구 전자메일 주소가 사용자 ID와 연관
된 경우(“사용자 ID에 복구 전자메일 주소 추가”)에만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 재
설정 전자메일은 2시간 후 만료됩니다.

1. GUI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Forgot Password를 누릅니다.
2. Generate Recovery Email을 누릅니다. 이 버튼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라이브러리에

대한 전자메일 통지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다른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사
용하여 암호를 복구합니다.

3.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자메일이 사용자 ID와 연관된 경우 라이브러리가 복구
전자메일을 전송합니다.

4. 복구 전자메일의 지침을 따릅니다. 새 암호를 입력하고 Save를 누릅니다.

옵션 3 — 서비스 사용자 키 다운로드 및 오라클 고객지원센터에 문의

1. GUI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Forgot Password를 누릅니다.
2. Download service user key file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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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옵션 설정

3. Oracle로 키 파일을 전송합니다.

주:

키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Oracle은 파일 해독을 통해 관리자 사용자 ID와 암호를 가져와서
라이브러리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직원은 SL4000 Installation and Service Guide에서 절차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4. 오라클 고객지원센터가 라이브러리에 로그인하고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접근성 옵션 설정
GUI에 처음 로그인하면 접근성 옵션을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는 "Do
not show these options"를 선택할 때까지 로그인 시 항상 표시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설
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GUI의 오른쪽 맨 위에 있는 Preferences를 누릅니다.
2. Accessibility Settings를 선택합니다.
3. 접근성 설정을 선택합니다.

• Screen reader - 스크린 리더를 사용하여 GUI와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는 경우 이 옵
션을 선택합니다. GUI가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호 작용을 가지며 키보드를 통
해 액세스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생성합니다.

• High contrast - GUI가 고대비에 적합한 시각적 컨텐츠를 생성합니다. 고대비 모드
는 고대비 기능이 사용으로 설정된 운영체제 또는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습니다.

• Large-fonts - GUI가 브라우저 확대/축소에 적합한 컨텐츠를 생성합니다.

참조

• “키보드로 GUI 탐색”

세션 시간 초과 설정
GUI 세션은 지정한 시간 동안 작업하지 않을 경우 시간 초과됩니다. 기본 시간 초과는 60분
입니다.

1. GUI의 오른쪽 맨 위에 있는 Preferences를 누릅니다.
2. User Preferences를 선택합니다.
3. 20분에서 1440분(24시간) 사이의 세션 시간 초과(분)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후 표시할 초기 페이지 설정
1. GUI의 오른쪽 맨 위에 있는 Preferences를 누릅니다.
2. User Preferences를 선택합니다.
3. 드롭다운 목록에서 시작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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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표시줄에 라이브러리의 현재 날짜 및 시간 표시

주:

페이지의 탭이 여러 개인 경우 표시할 특정 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시 첫번째 탭만 표시됩
니다.

상태 표시줄에 라이브러리의 현재 날짜 및 시간 표시
GUI 상태 표시줄에서 라이브러리 상태 표시기 아래에 라이브러리의 현재 날짜 및 시간을 표
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청, 작업, 시스템 보고서 등을 볼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
줄은 로컬 및 UTC로 시간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UTC로 시간을 표시하도록 선택한 경우 상
태 표시줄에는 UTC 시간만 표시됩니다(“UTC로 날짜 및 시간 표시” 참조).

1. GUI의 오른쪽 맨 위에 있는 Preferences를 누릅니다.
2. User Preferences를 선택합니다.
3. Show Time in Status Area를 선택합니다.

UTC로 날짜 및 시간 표시
GUI 전체에서 UTC(협정 세계시)로 모든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사용자에 대해 표시되는 날짜와 시간만 영향을 받습니다. 라이브러리 날짜 및 시간 구성 설정
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1. GUI의 오른쪽 맨 위에 있는 Preferences를 누릅니다.
2. User Preferences를 선택합니다.
3. Display dates and times in UTC를 선택합니다.

참조

• “날짜 및 시간 구성 옵션”

숨겨진 경고 및 확인 메시지 복원
팝업 경고가 표시되면 경고가 다시 표시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다
시 표시하려는 경우 언제든지 숨겨진 경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1. GUI의 오른쪽 맨 위에 있는 Preferences를 누릅니다.
2. User Preferences를 선택합니다.
3. Reset all warning prompts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추가, 수정 또는 삭제
주:

Administrator 역할만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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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추가, 수정 또는 삭제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Users를 누릅니다.
2. Add User 를 누르거나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Change Role , Change

Password  또는 Delete 를 누릅니다.

주:

Administrator, User, Operator 또는 Viewer 역할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록 A. 사용자 역할 참
조). Service 역할은 라이브러리에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만들어집니다(아래의 "서비스 사용
자 추가" 참조).

3. 각 사용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복구 전자메일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MTP 서버가
라이브러리에 구성된 경우 사용자가 분실한 암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분실한 암호 복
구” 참조).

서비스 사용자 추가

Oracle 서비스 직원이 유지 보수를 위해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관리자는 서비
스 사용자를 만들고 Oracle에 키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모든 서비스 사용자
는 72시간 후 만료됩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Users를 누릅니다.
2. Create Service User 를 누릅니다.
3. Oracle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선택합니다. 각 역할에 대한 설명은 부록 A. 사용자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4. 목록에서 서비스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Download Service User Key File 을 누릅

니다.
5. Oracle로 키 파일을 전송합니다.

주:

키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Oracle은 파일 해독을 통해 사용자 ID와 암호를 가져와서 라이브
러리에 로그인합니다. Oracle 서비스 직원은 SL4000 Installation and Service Guide에서 절차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서비스 사용자로 로그인”

사용자 계정 잠금 해제

로그인 시도가 5회 잘못되면 시스템에서는 30분 동안 사용자를 잠급니다. Administrator 역
할은 사용자를 선택하고 Unlock User(s) 를 눌러 계정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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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라이브러리 구성

목차

• 물리적 라이브러리 설치 후 초기 구성 단계
• 구성 마법사로 라이브러리 구성
• 라이브러리 구성 등록 정보 보기
• 선택적 라이브러리 기능 추가 또는 제거
• 기능 활성화 작업 내역 보기
• 라이브러리 구성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 라이브러리 펌웨어 업로드 및 관리
• HTTPS에 대한 라이브러리의 SSL/TLS 인증서 관리
• 기본 포트 번호

참조

• 10장. SCSI 호스트 연결 관리
• 9장. 라이브러리 분할
• 12장. 통지 구성 - 전자메일, SNMP, SCI 또는 ASR
• 14장. 로깅
• “드라이브 자동 청소 구성”

물리적 라이브러리 설치 후 초기 구성 단계
물리적으로 모듈 및 테이프 드라이브를 설치한 후 다음 목록을 지침으로 사용하여 초기 라이
브러리 구성을 수행하고 SCSI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전원 켜기 또는 다시 시작 전 수행할 작업

• 이더넷 케이블을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고객 포트에 연결하고 선택적으로 서비스 및 OKM
포트에 연결합니다.

• 테이프 드라이브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 설치합니다. 광 섬유 채널 케이블을 모든 드
라이브에 연결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개별 드라이브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드라이브 IP
네트워크는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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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라이브러리 설치 후 초기 구성 단계

• FC-SCSI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광 섬유 채널 케이블을 라이브러리 컨트
롤러 포트에 연결합니다. 초기에는 포트 1만 완전히 활성 상태입니다(“사용할 수 없는 광
섬유 채널 포트의 동작” 참조).

라이브러리 전원 켜기 및 초기화 완료 후 수행할 작업

• LINK 표시등이 테이프 드라이브 및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연결용 FC 스위치에서 활성 상
태인지 확인합니다. 라이브러리 컨트롤러에는 FC 링크 표시등이 없습니다. 연결을 확인하
려면 FC 스위치를 확인하거나 GUI를 사용해야 합니다(“FC 연결이 작동합니까? LINK 표
시등이 없습니다.” 참조).

• 하드웨어 활성화 파일(분할, 중복 제어 경로 및 테이프 용량)을 적절히 설치합니다(“선택적
라이브러리 기능 추가 또는 제거” 참조).

• 선택사항: 라이브러리를 분할합니다(9장. 라이브러리 분할  참조). CAP 풀을 만듭니다
(“CAP 풀 관리” 참조). 분할 영역을 만들고 해당 분할 영역에 셀을 지정합니다(“분할 영역
으로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베이 이동” 참조).

• CAP를 사용하여 테이프를 로드합니다(전원을 켜기 전 수행하지 않은 경우).
◦ 공유 CAP의 경우 테이프를 가져오기 전에 분할 영역에 소유권을 지정해야 합니다(“분

할 영역에 공유 CAP의 소유권 지정” 참조).
◦ CAP를 열고, 테이프를 로드하고, GUI를 사용하여 테이프를 CAP 밖으로 꺼냅니다

(“CAP를 통해 테이프 넣기” 참조).

라이브러리의 테이프 드라이브에 원격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 드라이브에 원격으로 액세스하려면 별도의 관리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관리 서버는
OKM 드라이브 등록, VOP 2.3.3 작동, IBM 드라이브 암호화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드라
이브 펌웨어 업그레이드에 사용됩니다.

• SL4000 드라이브 네트워크는 SL3000 드라이브 네트워크와 다르므로 다른 배선이 필요
합니다. OKM SL4000 설정 정보는 OKM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관리 서버 구성 후 GUI에서 찾은 드라이브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SL4000 드라이브를 핑
합니다(“드라이브의 IP 주소 지정” 참조).

라이브러리에 SCSI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법

• 라이브러리 및 드라이브 FC 포트가 FC 스위치에 로그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호스트 응
용 프로그램이 드라이브 및 라이브러리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FC 스위치 영역을 분할
합니다. 이때 호스트에서 드라이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호스트가 GUI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현재 로그인된 SCSI 호스트 보기” 참조). GUI에
서 WWPN(World Wide Port Name)은 호스트 HBA의 WWPN입니다. 호스트의 이름을
바꿉니다(“SCSI 호스트 추가, 수정 또는 삭제” 참조).
◦ 예상보다 많은 "호스트"가 목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스트는 FC 스위치 포

트일 수 있습니다. 식별이 끝나면 이러한 "호스트"의 이름을 바꾸거나 호스트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영역을 지정합니다(“SCSI 호스트에 분할 영역 지정 및 LUN 지정 변경” 참조). 각 호
스트에는 LUN 0이 호스트 포트당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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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마법사로 라이브러리 구성

• 이제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로봇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SL4000 라이브러리 지원에 필요한 패치

를 설치하고, 장치를 설정하고(SCSI 주소 지정 순서일 수 있는 드라이브 순서에 주의해야
함), 테이프 인벤토리를 기록합니다.

구성 마법사로 라이브러리 구성
중요:

네트워크 및 시간 구성을 변경하려면 라이브러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즉시 라이브러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설정, 시간 설정 및 라이브러리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onfiguration을 누릅니다.
2. Settings 탭에서 Configure 를 누릅니다.
3. 구성할 옵션을 선택하고 Next를 누릅니다. 마법사의 지침을 따릅니다.

• “공용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또는 OKM 포트 구성” 참조
• “날짜 및 시간 구성 옵션” 참조
• “라이브러리 설정 옵션” 참조

주의:

DNS를 사용하는 경우 구성을 적용하기 전에 모든 DNS 서버 정보가 올바르며 고객 포트에 유효한
링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DNS 정보를 사용할 경우 라이브러리를 시작하는 데 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Accept Changes를 선택합니다. Apply를 누릅니다.

공용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또는 OKM 포트 구성

주:

각 포트는 별도의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포트가 동일한 서브넷에 있을 경우 하나의 포트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성 마법사에서 각 포트에 해당하는 IPv4 또는 IPv6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고객 및 서
비스 포트의 물리적 위치는 “라이브러리 컨트롤러”를 참조하십시오. OKM 포트의 물리적 위
치는 “루트 스위치”를 참조하십시오.

• Public Network Port (Customer Port) — IP 정보는 필수입니다. DNS 정보는 선택사
항이지만 구성을 적용하기 전 모든 DNS 정보가 유효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DNS 정
보 또는 연결할 수 없는 DNS 서버를 사용할 경우 라이브러리를 시작하는 데 최대 2시간이
걸립니다.

• Service Network Port — IP 주소 및 넷마스크 정보는 필수입니다. 게이트웨이 정보는
선택사항입니다. 기본 정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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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마법사로 라이브러리 구성

• Oracle Key Manager Port — IP 정보는 선택사항입니다. 포트의 구성이 해제되고 작동
이 중지되도록 Port Disable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성 마법사에는 설치된 네트워크 포트마다 고유의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한 화면에서 포트
를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KM 포트만 구성하려면 Next를 눌러 공용
및 서비스 포트 페이지를 건너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OKM 포트 페이지에서 시작할 수 없
습니다.

OKM에 사용할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 선택
라이브러리의 드라이브는 라이브러리의 세 가지 외부 인터페이스(공용, 서비스, OKM)를 통
해 OKM(Oracle Key Manager) 클러스터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OKM 인터페이스를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OKM 어플라이언스와 SL4000 인터페이스는 동일한 서브넷에 있어야
합니다.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OKM에 사용할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구
성 마법사로 라이브러리 구성” 참조). Configure Network Settings를 선택하고 Choose
OKM Interface 페이지가 표시될 때까지 Next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를 선택하고 변경사항을 수락합니다. 라이브러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SL4000에서 OKM 인터페이스를 구성한 후에는 OKM 어플라이언스의 게이트웨이 설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KM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 “OKM(Oracle Key Manager) 포트”
• “드라이브의 IP 주소 지정”

날짜 및 시간 구성 옵션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라이브러리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합니다(“구성 마법사로 라이브러리
구성” 참조). 시간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즉시 라이브러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Library Time Zone - 라이브러리가 상주하는 지리적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라이브러리
는 내부적으로 항상 UTC(협정 세계시)로 실행되지만, 로컬 운영자 패널에 표시되는 시간
을 조정할 때는 이 "Library Time Zone"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브라우저 연결을 위해
GUI는 자동으로 시간을 브라우저의 로컬 시간으로 조정합니다.

• Configure Date and Time - 드롭다운 메뉴에서 "Using Network Time Protocol" 옵션
을 선택한 다음 최대 5개 NTP(Network Time Protocol) 서버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또는
"Manually"를 선택한 다음 라이브러리 시간대와 동일한 시간대를 사용하여 시간을 입력합
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는 선택된 위의 Library Time Zone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내부 시
계를 UTC로 조정합니다.

참조
• 개별 사용자는 날짜 및 시간이 UTC로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UTC로 날짜 및 시

간 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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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설정 옵션

전원 차단(“라이브러리 끄기” 참조) 또는 라이브러리 구성(“구성 마법사로 라이브러리 구성”
참조) 과정에서 라이브러리 설정을 선택합니다.

• Bypass audit if door opened with power off –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도어를 열면 작동이 재개될 때 라이브러리가 전체 감사를 실행합니다. 하지만 라
이브러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되 테이프 카트리지를 이동하지 않으
려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하여 전체 감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를 "suppress
HBO"(suppress Has Been Opened)라고도 합니다. 테이프 또는 드라이브 트레이를 추
가, 제거 또는 이동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 Probe for physical configuration changes upon next restart - 로봇이 시작 중 모
듈 식별 블록을 스캔하고 전체 감사를 수행합니다. 물리적 구성을 수정하는 경우 이 옵션
을 선택해야 합니다(“물리적 구성 변경 시 분할 영역에 발생하는 동작” 참조).

프로브는 이 옵션을 선택한 후 처음으로 다시 시작을 수행할 때만 발생합니다. 다음 번에
다시 시작이 수행될 때 구성 변경사항이 프로브되지 않도록 이 옵션이 재설정됩니다.

다음은 물리적 구성 변경사항에 포함되는 작업입니다.
◦ 모듈이나 회전식 CAP, 드라이브 배열 추가 또는 제거
◦ 카트리지 모듈을 장착 모듈로 변환 또는 그 반대로 변환

다음은 물리적 구성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입니다.
◦ 테이프 카트리지나 드라이브 트레이 추가, 제거 또는 이동
◦ 로봇이나 컨트롤러 카드 추가 또는 제거

• Enable redundant electronics – RE(중복 전자 부품)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초기 릴
리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컨트롤러가 하나만 설치된 RE를 사용으로 설정하
면 라이브러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대기 컨트롤러가 고장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
해 컨트롤러 누락 결함이 발생합니다. 두번째 컨트롤러를 설치할 때까지는 라이브러리가
"Degraded" 상태로 유지됩니다.

• System Cell Volume Label Format – 시스템 셀 volser의 형식을 제어합니다(“볼륨 레
이블 형식 옵션” 참조). 스토리지 셀에서 테이프의 레이블 형식을 변경하려면 분할 영역 속
성을 변경해야 합니다(“분할 영역 속성” 참조).

• Park Robot(s) - 로봇이 라이브러리의 양쪽 끝으로 이동하여 장착 모듈 또는 액세스 모듈
의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옵션은 GUI 상태 표시줄에서 라이브러리 전원을 차단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Pv4 HTTP Listening Port - 기본값은 80입니다. 유효한 사용자정의 값은
10000-22000입니다. IPv6 HTTP는 포트 7102에서만 수신합니다.

• IPv4HTTPS Listening Port - 기본값은 443입니다. 유효한 사용자정의 값은
10000-22000입니다. Pv6 HTTPS는 포트 7103에서만 수신합니다.

물리적 구성 변경 시 분할 영역에 발생하는 동작

분할된 라이브러리에서 물리적 구성을 변경하면 라이브러리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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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영역에서 이전에 존재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베이를
제거합니다.

• CAP 풀에서 이전에 존재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CAP를 제거합니다.
• 새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베이를 새로 만들어진 분할 영역에 배치합니다. 라이브러리는

CAP 풀 또는 SCSI 호스트를 이 새 분할 영역에 지정하지 않습니다.
• 새 CAP를 새로 만들어진 CAP 풀에 배치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이 CAP 풀을 분할 영역에

지정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는 모듈이 가운데에 추가된 경우에도 모든 구성 변경사항이 라이브러리의 양쪽
끝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구성 — 카트리지(왼쪽 -1), 기본 모듈(0)
• 새 구성 — 카트리지(왼쪽 -2), 새 카트리지(왼쪽 -1), 기본 모듈(0), 새 드라이브(오른쪽 1)

이전 카트리지 모듈과 기본 모듈 사이에 새 카트리지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라이브러리
는 이전 카트리지 모듈(왼쪽 -2)이 끝에 더 가까우므로 이전 카트리지 모듈을 새 모듈로 간주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카트리지(왼쪽 -2)의 셀을 새 분할 영역에 배치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새로 추가된 카트리지(왼쪽 -2)를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라이브러리는 드라이
브 모듈을 새 모듈로 간주하므로 모든 스토리지 셀과 드라이브 베이를 새 분할 영역에 배치합
니다.

그림 5.1. 분할이 포함된 구성 변경 예

볼륨 레이블 형식 옵션

라이브러리 설정을 구성할 때(“라이브러리 설정 옵션” 참조) 시스템 셀 볼륨 형식을 선택하
고, 분할 영역을 정의할 때(“분할 영역 속성” 참조) 스토리지 셀 볼륨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볼륨 형식에 따라 라이브러리가 외부 응용 프로그램 및 GUI 테이블 내에 volser를 제
공하는 방식이 제어됩니다. 아래 나열된 예에서 테이프 바코드는 "STA015L4"입니다.

• Prepend Last Two Characters - 바코드의 마지막 2자를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예:
"L4STA015"

• Full Label - 원시 레이블이라고도 하는 전체 8자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예: "STA015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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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m Last Character - 바코드의 마지막 문자를 제거합니다. 예: "STA015L"
• Trim Last Two Characters(기본값) - 바코드의 마지막 2자를 제거합니다. 예:

"STA015"
• Trim First Character - 바코드의 첫 문자를 제거합니다. 예: "TA015L4"
• Trim First Two Characters - 바코드의 처음 2자를 제거합니다. 예: "A015L4"

라이브러리 구성 등록 정보 보기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Library를 누릅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등록 정보(예: 라이브러
리 이름, 모델, 일련 번호, 상태, 셀 수 및 디스크 사용량)가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총 테이프
수 경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이프 수 경고를 해결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왼쪽 탐색 영역에서 Hardware를 눌러 라이브러리 등록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Device Status 탭에서 All Devices를 선택합니다. Library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
고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선택적 라이브러리 기능 추가 또는 제거
하드웨어 활성화 파일은 분할, 활성화된 테이프 용량, 중복 제어 경로(다중 포트) 네트워킹 등
의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는 .jar 파일입니다. 기능을 구매한 후 하드웨어 활성
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라이브러리로 업로드해야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활성화 파일 다운로드

1. Oracle Software Delivery Cloud로 이동합니다.

http://edelivery.oracle.com/
2. Sign In /Register를 누릅니다.
3. Terms and restrictions의 내용을 읽습니다. 동의를 표시합니다.
4. SL4000을 검색한 다음 하드웨어 활성화 파일을 선택합니다. Select Platform을 누릅

니다.
5. GENERIC (All Platforms)을 선택한 다음 Select를 누릅니다.
6. 올바른 하드웨어 활성화 파일이 Selected Products 아래 나와 있는지 확인한 다음

Continue를 누릅니다.
7. 사용 가능한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Continue를 누릅니다.
8. Terms and restrictions의 내용을 읽습니다. 동의를 표시한 다음 Continue를 누릅니다.
9. zip 파일을 저장하여 GUI 브라우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에 추출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하드웨어 활성화 파일 업로드 또는 삭제

로컬 운영자 패널을 통해서는 하드웨어 활성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원격 연결을 사
용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onfiguration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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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eatures 탭을 누릅니다.
3. 기능을 추가하려면 Upload 를 누르고 활성화 파일(.jar)을 찾아봅니다.

기능을 제거하려면 테이블에서 기능을 선택한 다음 Delete 를 누릅니다.

참조

• “기능 활성화 작업 내역 보기”

기능 활성화 파일 삭제 시 발생하는 동작

용량 활성화 파일 삭제

용량 활성화 파일이 삭제되면 활성화된 테이프 용량이 활성화 파일 용량만큼 줄어듭니다. 라
이브러리의 테이프가 남아 있는 활성화된 용량보다 많을 경우 Library 페이지에 스토리지 셀
경보 가 표시됩니다(“상태 표시줄에서 라이브러리, 장치 및 분할 영역의 상태 보기” 참조).
이를 해결하려면 테이프를 꺼내거나 용량 활성화 파일을 다시 설치합니다(“테이프 수 경고를
해결하는 방법” 참조).

분할 활성화 파일 삭제

분할 활성화 파일을 삭제한 후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모든 항목을 단일 기본 분할 영역으로 이동하고 기타 모든 분할 영역을 삭제합니다.
• 모든 CAP를 DefaultPartition 소유의 단일 DefaultPool로 이동하고 기타 모든 CAP 풀을

삭제합니다.
• 모든 SCSI 호스트에서 0보다 큰 SCSI LUN을 모두 삭제하고 각 호스트의 SCSI LUN 0

을 기본 분할 영역에 지정합니다.

다중 포트 FC 또는 이중 TCP/IP 활성화 파일 삭제

다중 포트 FC 활성화 파일을 삭제한 후 라이브러리는 사용할 수 없는 FC 포트, 즉 포트 2 및
포트 4(두번째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카드가 있는 라이브러리의 경우)의 전원을 끕니다.

테이프 수 경고를 해결하는 방법

라이브러리의 테이프가 활성화된 용량보다 많을 경우 Library 페이지에 경고 가 표시됩니
다. 라이브러리는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하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용량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
적이지 않습니다. 테이프를 꺼내거나 다른 용량 활성화 파일을 구매하여 설치하십시오(“선택
적 라이브러리 기능 추가 또는 제거” 참조).

용량 활성화 파일에 따라 라이브러리에서 허용되는 테이프 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0
용량 활성화 파일과 200 용량 활성화 파일을 설치하는 경우 라이브러리의 활성화된 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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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이며 합법적으로 최대 300개의 테이프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셀의 테이프는 라
이센스가 있는 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능 활성화 작업 내역 보기
활성화 파일을 설치 또는 제거한 시기와 수행자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onfiguration을 누릅니다.
2. Features 탭을 누릅니다.
3. Feature History 를 누릅니다.

참조

• “선택적 라이브러리 기능 추가 또는 제거”

라이브러리 구성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라이브러리 구성 .xml 파일을 내보내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사용하여 모듈 구성이
동일한 라이브러리 간에 구성을 복제하거나 기존 라이브러리의 구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성 변경 후 구성을 내보내고 실패에 대비하여 파일을 안전한 위치에 저장하는 것이 좋
습니다.

라이브러리 구성 파일 내보내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onfiguration을 누릅니다.
2. Settings 탭에서 Import/Export Configuration 을 누릅니다.
3. Export Configuration to File을 선택합니다.
4.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내보내기에 포함되는 구성 파일 항목

• 라이브러리 설정
• 하드웨어 활성화 파일
• 네트워크 설정
• NTP 설정
• GUI 사용자 이름 및 환경 설정
• 분할 영역 구성 및 매핑
• CAP 풀 구성 및 매핑
• SCSI 호스트 구성 및 분할 영역 매핑
• 통지 대상
• 통지 사용자 및 암호(SNMP 및 SCI)
• ASR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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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깅 레벨

내보내기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 파일 항목

• GUI 사용자 암호

라이브러리 구성 파일 가져오기

가져오려는 라이브러리의 모듈 구성은 구성 파일에 있는 라이브러리와 동일해야 합니다.

주의:

구성 파일 가져오기는 중단형 작업이며 현재 설정을 구성 파일의 값으로 바꿉니다. 라이브러리를 다시 시
작해야 합니다.

1. 모든 라이브러리 작동을 중지합니다.
2. 분할 정보를 가져오는 경우 아래의 “분할 영역 정보가 포함된 구성을 가져오기 전 확인할

사항” 점검 목록을 완료합니다.
3.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onfiguration을 누릅니다.
4. Settings 탭에서 Import/Export Configuration 을 누릅니다.
5. Import Configuration from File을 선택합니다.
6. libraryConfigSettings.xml 파일을 찾아봅니다.
7. 구성을 검토합니다(구성을 적용하려면 라이브러리를 다시 시작해야 함). Apply를 누릅

니다.
8. 복제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Network Settings: 복제본에서 복제된 네트워크 구성이 원래 라이브러리의 네트워
크 구성과 충돌합니다. 네트워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구성을 가져온 후 라
이브러리 컨트롤러 고객 포트 이더넷 케이블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운영자 패
널 또는 연결된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를 통해 로컬에서 복제된 라이브러리의 네트
워크 설정을 수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Library Settings: 고유한 라이브러리 이름을 만들고 시간 설정을 확인합니다. 전체
라이브러리 구성 마법사를 통해 실행하여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구성 마법사로 라
이브러리 구성” 참조).

• SCSI Host Configuration: SCSI 호스트 및 SCSI 호스트 매핑을 검토하고 업데이
트합니다.

• Partitioning and CAP Pool Configuration: 분할 및 CAP 풀을 검토하고 업데이
트합니다.

9. 복제 또는 복원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User Passwords: 구성 파일은 GUI 사용자 암호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구성 가져오

기를 수행한 관리자가 임시 암호를 만들고 각 사용자에게 암호 재설정을 통지해야 합
니다.

• Notification Settings: 통지 설정(전자메일, SNMP, SCI, ASR)이 아직 유효한지 확
인하고 각 통지 유형을 테스트하여 연결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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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펌웨어 업로드 및 관리

분할 영역 정보가 포함된 구성을 가져오기 전 확인할 사항

분할 영역 매핑을 가져올 때 다음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테이프가 의도하지 않은 분할 영역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드라이브, CAP 및 로봇이 완전히 초기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 라이브러리 상태가 "Operative"인 경우 라이브러리 하드웨어가 작동을 계속할 수 있

는 양호 상태인 것입니다.
b. 라이브러리 상태가 "Operative"가 아닌 경우 Hardware Device Status 트리에서 고

장난 구성요소가 있는지 스캔합니다. 문제가 구성 분할 영역 매핑 가져오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확인합니다.

• 모든 CAP를 닫습니다.
a. CAPs를 누릅니다. 모든 CAP의 "Physical State"가 "Closed"인지 확인합니다.
b. CAP를 닫으려면 “GUI를 사용하여 CAP 열기 또는 닫기”를 참조하십시오.

• 모든 테이프를 CAP 또는 드라이브 셀 밖으로 꺼냅니다.
a. Cells/Tapes를 누릅니다. Tapes 탭의 Cell Type 열에서 !Storage로 필터링합니다.
b. 목록에 시스템 셀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테이프를 CAP 또는 드라이브 셀 밖으로

꺼냅니다.

라이브러리 펌웨어 업로드 및 관리
새 펌웨어를 업로드하거나 새 펌웨어를 활성화하거나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주의:

라이브러리 펌웨어 변경은 중단형 작업이며 최대 2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GUI에서 로그아웃되며, 활
성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로그인하거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 펌웨어를 활성화하면 라이
브러리 시간이 UTC 시간으로 재설정됩니다. 라이브러리 시간을 다시 구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My Oracle Support에서 펌웨어 다운로드

1. MOS(My Oracle Support) https://support.oracle.com/으로 이동합니다.
2. MOS 계정에 사인인합니다.
3. Patches & Updates(패치 및 업데이트) 탭을 누릅니다.
4. Search(검색) 탭에서 Product or Family (Advanced)(제품 또는 제품군(고급))를 누

릅니다.
5. Product(제품) 필드에 SL4000을 입력하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StorageTek SL4000

Modular Library System을 선택합니다.
6. Release(릴리스) 필드에서 펌웨어 버전을 선택합니다.
7. Search(검색)를 누릅니다.
8. Patch Name(패치 이름)에서 링크를 누릅니다.
9. Download(다운로드)를 누르고 원하는 시스템 위치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시스템의 폴

더에 ZIP 아카이브를 추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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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에 대한 라이브러리의 SSL/TLS 인증서 관리

새 펌웨어 업로드 및 활성화

업로드 전 브라우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에 펌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My Oracle
Support에서 펌웨어 다운로드” 참조). 원격으로 연결된 경우에만 펌웨어를 업로드할 수 있습
니다. 전면 터치 스크린에서 또는 라이브러리 후면에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와 키보드를 사용
하여 연결된 경우 펌웨어를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1. 새 코드를 활성화하기 전에 라이브러리 구성을 내보내야 합니다(“라이브러리 구성 파일
내보내기” 참조). 코드의 이전 버전으로 되돌려야 하는 경우 라이브러리 구성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2.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Firmware를 누릅니다.
3. Library Firmware 탭을 누릅니다.
4. Upload를 누릅니다.
5. 펌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Upload를 누릅니다.
6. 업로드가 완료되면 OK를 누릅니다.
7. Activate를 누릅니다. 코드를 활성화하면 라이브러리 시간이 UTC로 재설정됩니다. 활

성화를 확인합니다.

이전 펌웨어 버전으로 되돌리기

1. 라이브러리 구성을 내보냅니다(“라이브러리 구성 파일 내보내기” 참조). 펌웨어의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면 라이브러리 구성이 지워집니다.

2.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Firmware를 누릅니다.
3. Library Firmware 탭을 누릅니다.
4. Revert를 누릅니다. 활성화를 확인합니다.
5. 라이브러리 구성을 가져옵니다(“라이브러리 구성 파일 가져오기” 참조).

참조

• “라이브러리 펌웨어 보기”
• “장치 펌웨어 업그레이드 차단, 허용 또는 강제”

HTTPS에 대한 라이브러리의 SSL/TLS 인증서 관리
인증서는 라이브러리로(부터)의 SSL/TLS 트래픽을 암호화합니다. 초기 설치 시 라이브러리
에는 기본 인증서가 포함됩니다. 최소한 기본 인증서를 새로운 자체 서명된 인증서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적으로 CA(인증 기관)에서 서명한 인증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SL4000 Security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자체 서명된 인증서 생성

자체 서명된 인증서는 보안되지만 브라우저에 인증서를 신뢰하도록 수동으로 설정해야만 로
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브라우저 보안 예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CA(인증 기관)에서
서명한 인증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타사 서명된 인증서 설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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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onfiguration을 누릅니다.
2. Certificate 탭을 누른 다음 New Certificate 를 누릅니다.
3. 인증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타사 서명된 인증서 설치

라이브러리에 자체 서명된 인증서가 있어야만 타사 서명된 인증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
본 인증서에서 직접 타사 인증서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타사 인증서 설치는 CSR(인증서 서
명 요청)을 CA에 제출하고, CA로부터 인증서를 얻고, 단일 파일에 인증서를 결합한 다음 인
증서 파일을 라이브러리로 가져오는 다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작업 1 CSR 파일 내보내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onfiguration을 누릅니다.
2. Certificate 탭을 누른 다음 Export CSR 을 누릅니다.
3. CSR을 타사 CA(인증 기관)에 제출합니다.
작업 2 단일 파일에 인증서 결합
CA로부터 인증서를 얻은 경우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업로드를 위해 단일 파일에 다
음 인증서를 어셈블합니다.
• 신뢰 앵커 CA(예: VeriSign의 공개 기본 루트 CA)의 기본 인증서
• 발급 SSL CA의 중간 인증서. 중간 발급자가 없을 경우 결합된 파일의 중간 인증서 부

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마다 다르므로 회사의 보안 전문가에게 요구사항
을 확인하십시오.

• 새로 발급된 SSL 인증서

결합된 인증서 파일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BEGIN CERTIFICATE-----
(Encoded Primary certificate)
-----END CERTIFICATE-----
-----BEGIN CERTIFICATE-----
(Encoded Intermediate certificate)
-----END CERTIFICATE-----
-----BEGIN CERTIFICATE-----
(Your encoded SSL certificate)
-----END CERTIFICATE-----

작업 3 인증서 파일 가져오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onfiguration을 누릅니다.
2. Certificate 탭을 누른 다음 Import Certificate 를 누릅니다.
3. 결합된 인증서 파일을 찾은 다음 Ok를 누릅니다.

기본 포트 번호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는 아래의 표에 나열된 포트 번호를 사용합니다. 방화벽을 사용하는
경우 트래픽의 해당 포트 사용을 허용하도록 구성합니다. 사용 중인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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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아래 나열된 포트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단, OKM 인터페이스는 제외됩니다. OKM
클러스터와의 연결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만 OKM 포트를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OKM(Oracle Key Manager) 포트”를 참조하십시오.

포트 IP 프로토콜 설명 방향

22 TCP SSH 라이브러리에서 실행되는 Linux에 대한 SSH 액세스입니다.
"Escalation" 역할 서비스 사용자가 만들어진 후 72시간 동안만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라이브러리로

25 TCP SMTP 외부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서버로의 연결입
니다. 전자메일 대상을 구성한 경우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에
서

53 TCP 및
UDP

DNS DNS(도메인 이름 서버) 조회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서

80 TCP HTTP 브라우저 액세스용 기본 포트입니다. 라이브러리로
161 UDP SNMP SNMP를 통한 인바운드 GET 요청입니다. 라이브러리로
162 UDP SNMP 아웃바운드 SNMP 트랩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서
123 TCP NTP 라이브러리에서 외부 NTP 서버로의 연결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서
443 TCP HTTPS 브라우저 및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용 기본 포트입니다. 라이브러리로
7104 TCP HTTP 브라우저 액세스용 대체 포트입니다. 라이브러리로
7102 TCP HTTPS 브라우저 및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용 대체 포트입니다. 라이브러리로
7104 TCP HTTP 라이브러리에서 실행되는 WebLogic 콘솔에 대한 브라우저 GUI

기반 액세스입니다. "Escalation"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라이브러리로

7105 TCP HTTPS 라이브러리에서 실행되는 WebLogic 콘솔에 대한 브라우저 GUI
기반 액세스입니다. "Escalation"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라이브러리로

외부적으로
정의됨

TCP HTTP 및
HTTPS

아웃바운드 SCI 호출을 수신하도록 구성된 서버는 선택한 포트
에서 SCI 호출을 수신합니다. 방화벽 안에서 해당 포트 번호를
열고 라이브러리에서 대상을 구성하는 포트 번호를 제공합니다.

라이브러리에
서

외부적으로
정의됨

TCP OKM 라이브러리가 OKM 클러스터에서 테이프 드라이브 암호화 키를
검색하도록 구성된 경우 OKM에 사용되는 포트를 엽니다(OKM
설명서 참조).

라이브러리에
서

브라우저 및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 포트

GUI는 HTTP와 HTTPS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CI 프로토콜은 각 요청에서 전달된
자격 증명에 맞게 HTTPS만 보안에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두 프로토콜은 표준 포
트 번호 80(HTTP용) 및 443(HTTPS용)에 있습니다. GUI에서 해당 포트를 수정할 수 있습
니다(“구성 마법사로 라이브러리 구성” 참조).

서비스 액세스 포트

정상적인 라이브러리 작동에서는 고객이 만든 사용자만 라이브러리에 로그인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서비
스 사용자 추가” 참조). Escalation 역할을 보유하는 서비스 사용자를 만들면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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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포트 번호

허용되지 않는 라이브러리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특히 Escalation 사용자는 포트 22의
SSH를 사용하여 라이브러리에서 Linux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포트 7104(HTTP용) 또는
7105(HTTPS용)를 사용하여 WebLogic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서비스 사
용자는 72시간 후 만료됩니다. 사용으로 설정된 서비스 사용자가 없을 경우 라이브러리는 포
트 22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라이브러리는 항상 포트 7104 및 7105를 사용으로 설
정하지만 Escalation 사용자가 없을 경우 WebLogic 콘솔에 로그인할 수 있는 유효한 사용
자가 없는 것입니다.

SNMP 포트

라이브러리는 SNMP v3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라이브러리는 SNMP GET 명령과 SNMP
트랩에 각각 포트 161(인바운드)과 162(아웃바운드)를 사용합니다.

전자메일 포트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라이브러리는 전자메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전자메일 통
지 구성” 참조). 전자메일 대상을 구성하는 경우 SMTP 서버를 구성하고 포트 25를 열어야
합니다.

DNS 포트

DNS 구성은 선택사항입니다. 대상(SNMP, 전자메일, 아웃바운드 SCI)이 호스트 이름을 사
용하는 경우에만 DNS를 구성해야 합니다. 최대 3개의 DNS 서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구
성 마법사로 라이브러리 구성” 참조). DNS는 포트 53을 사용합니다.

NTP 포트

라이브러리는 외부 NTP 서버를 사용하여 라이브러리 시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날짜 및
시간 구성 옵션” 참조). 외부 NTP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포트 123을 열어야 합니다.

OKM(Oracle Key Manager) 포트

OKM 클러스터를 라이브러리의 고객 인터페이스, 서비스 인터페이스 또는 OKM 인터페이
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네트워크 구성 중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구성
마법사로 라이브러리 구성” 참조). 레거시 테이프 라이브러리와 달리 SL4000에는 암호화된
각 테이프 드라이브에 대한 개별 연결 대신 OKM에 대한 단일 연결만 필요합니다. 선택된 연
결에서 OKM 어플라이언스에 사용되는 포트를 열어야 합니다. 사용할 포트 번호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OKM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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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장. 드라이브 관리

목차

• 드라이브 정보 보기
• 로케이터 LED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드라이브 찾기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드라이브 설정
• 드라이브 켜기 또는 끄기
• 드라이브 재설정(드라이브 전원 껐다 켜기)
• 드라이브에 테이프 카트리지 언로드 강제
• 드라이브 빠른 로드 설정 구성
• 드라이브 자동 청소 구성
• 드라이브 수동 청소
• 드라이브 별칭 추가
• 드라이브 일련 번호 스푸핑

참조

• “테이프 카트리지 이동 또는 마운트”
• “매체 검증 분할 영역(풀)에서 드라이브 추가 또는 제거”
• “OKM에 사용할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 선택”

드라이브 정보 보기
드라이브 테이블에는 상태, SCSI 요소 ID, IP 주소, 일련 번호, WWN 등의 드라이브 정보가
표시됩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Drives를 누릅니다.
2. 기타 옵션을 보려면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Actions 드롭

다운을 사용합니다.

주:

한 번에 여러 개의 드라이브를 선택하려면 Shift 또는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테이블에서 드라이브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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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이터 LED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드라이브 찾기

• “로케이터 LED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드라이브 찾기”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드라이브 설정”
• “드라이브 재설정(드라이브 전원 껐다 켜기)”
• “드라이브 수동 청소”
• “드라이브에 테이프 카트리지 언로드 강제”
• “드라이브 켜기 또는 끄기”

드라이브의 IP 주소 지정

GUI에는 설치된 드라이브의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위 절차에 따라 IP Address 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IP 주소 지정은 드라이브 베이 및 모듈 프레임 ID에 따라 다릅니다.

SL4000 네트워크 주소 세번째 옥테트 네번째 옥테트

192.168.0.0/19

모든 드라이브 네트워크 호스트용 단일 서브넷

1-30(프레임 ID에 따라 결정) 1-32(드라이브 베이에 따라 결
정)

프레임 ID 값

드라이브 IP 주소 지정은 모듈의 프레임 ID를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 초기화 시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및 루트 스위치가 프레임 ID를 컴퓨트합니다. 유효한 값 범위는 1부터 30까지입니
다. 기본 모듈은 항상 1이며 기본 모듈 왼쪽의 모듈은 항상 30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
이 증분되며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감소됩니다. 프레임 ID 값은 모듈 번호와 다릅니다(“라이
브러리 중앙선 및 모듈 번호” 참조).

로케이터 LED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드라이브 찾기
드라이브 후면에 있는 "제거 가능" 파란색 LED가 깜박이면 이를 통해 드라이브를 찾을 수 있
습니다. LED 위치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은 그림 1.10. “SL4000 드라이브 트레이 - 후면 보
기”을 참조하십시오.

1. 드라이브 테이블 또는 셀 맵에서 드라이브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드라이브 정보 보기”
또는 “셀 맵 보기” 참조).

2.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Locate,
Activate Locator LED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3. 기본 또는 드라이브 모듈의 후면 도어를 열고 깜박이는 파란색 LED로 드라이브 트레이
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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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드라이브 설정

4. LED를 끄려면 위 단계를 반복합니다. 단, Deactivate Locator LED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드라이브 설정
일반적으로 드라이브 서비스 또는 드라이브 펌웨어 업데이트 시 드라이브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오프라인 드라이브에 테이프를 마운트하지 않습니다. 마운트된
드라이브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면 드라이브 상태가 "오프라인 설정 중"으로 전환되고 테이
프 마운트가 해제된 후 다시 "오프라인"으로 전환됩니다.

1. 드라이브 테이블 또는 셀 맵에서 드라이브를 하나 또는 여러 개 선택합니다(“드라이브 정
보 보기” 또는 “셀 맵 보기” 참조).

2.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Go Online 또
는 Go Offline을 선택합니다.

드라이브 켜기 또는 끄기
드라이브 트레이 후면에 있는 전원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그림 1.10. “SL4000 드라이브
트레이 - 후면 보기”의 다이어그램 참조). 따라서 GUI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전원을 켜거나 꺼
야 합니다.

1. 드라이브 테이블에서 드라이브를 하나 또는 여러 개 선택합니다(“드라이브 정보 보기” 참
조).

2.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Power On
Drive 또는 Power Off Drive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브 재설정(드라이브 전원 껐다 켜기)
드라이브를 재설정하면 드라이브 전원이 꺼졌다 켜진 후 드라이브 초기화가 수행됩니다. 이
작업으로 드라이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1. 드라이브 테이블 또는 셀 맵에서 드라이브를 하나 또는 여러 개 선택합니다(“드라이브 정
보 보기” 또는 “셀 맵 보기” 참조).

2.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Power Cycle
Drive를 선택합니다.

드라이브에 테이프 카트리지 언로드 강제
드라이브에 언로드를 강제하면 진행 중인 읽기/쓰기 작업이 중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응용 프
로그램은 라이브러리에 드라이브 마운트 해제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 경로의 드라이
브로 언로드 명령을 전송합니다. 하지만 드라이브에 문제가 있을 경우 GUI를 통해 강제 언로
드를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드라이브 테이블에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드라이브 정보 보기” 참조).
2.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Force Unload

Driv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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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빠른 로드 설정 구성

드라이브 빠른 로드 설정 구성
빠른 로드 설정은 드라이브가 마운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분할
영역 설정 또는 개별 드라이브 설정이 Fast인 경우 라이브러리가 드라이브를 빨리 로드합니
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Drives를 누릅니다.
2. 테이블에서 드라이브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3.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Drive

Setting을 선택한 다음 Fast-Load Type에 대해 Normal 또는 Fast를 설정합니다.
• Normal(기본값) – 선택된 테이프가 로드되고 드라이브에서 감긴 후에만 라이브러리

가 마운트 요청에 응답합니다.
• Fast – 선택된 테이프가 드라이브에 삽입된 후 로드 및 감기가 완료되기 전 라이브러

리가 마운트 요청에 응답합니다.

드라이브 자동 청소 구성
자동 청소가 사용으로 설정되면 라이브러리는 자동으로 시스템 셀의 청소 테이프를 드라이
브(마운트 해제 후 청소가 필요한 것으로 표시된 드라이브)에 마운트합니다. 이 청소 작업은
라이브러리가 마운트 해제 작업에 대한 상태를 반환하기 전에 수행됩니다. 사용 안함으로 설
정할 경우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드라이브 청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자동 청소
에만 시스템 셀의 청소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호스트 관리 대상 드라이브 청소용 청소 테이프
는 스토리지 셀에 상주합니다.

전체 분할 영역 또는 개별 드라이브에 대해 자동 청소를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드라
이브 또는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분할 영역에 대해 자동 청소가 사용으로 설정되면 라이브러
리는 드라이브를 자동 청소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할 영역에 대해 자동 청소를 사용 안함
으로 설정하고 해당 분할 영역 내 단일 드라이브에 대해 자동 청소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경우
에도 라이브러리는 해당 드라이브를 자동 청소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분할 영역에 대해 자
동 청소를 사용으로 설정하고 해당 분할 영역 내 단일 드라이브에 대해 자동 청소를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라이브러리는 해당 드라이브를 자동 청소합니다.

개별 드라이브에 대한 드라이브 자동 청소 설정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Drives를 누릅니다.
2. 테이블에서 드라이브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3.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Drive

Setting을 선택한 다음 Auto Clean Enabled에 대해 Yes 또는 No를 설정합니다.

분할 영역에 대한 드라이브 자동 청소 설정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Partitioning을 누릅니다.
2. 분할 영역을 선택한 다음 Edit Partition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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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수동 청소

3. Drive Auto Clean을 선택합니다. 선택할 경우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드라이브 청소를
처리합니다.

참조

• “청소 테이프 사용 임계값 설정”
• “드라이브 수동 청소”

드라이브 수동 청소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 또는 호스트가 드라이브 청소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수동 청소를 해
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동 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드라이브 제조업체의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기한이 되기 전에 드라이브를 청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드라이브를 청소하면 드라이
브 헤드가 너무 빠르게 마모될 수 있습니다.

1. 청소해야 할 드라이브에 유효한 청소 테이프가 시스템 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테이프
카트리지 목록 보기” 참조).

2. 드라이브 테이블로 이동합니다(“드라이브 정보 보기” 참조). "Cleaning Needed" 열의
상태를 통해 드라이브에 청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3.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
뉴)에서 Clean Drive를 선택합니다.

참조

• “드라이브 자동 청소 구성”

드라이브 별칭 추가
라이브러리 GUI에 표시할 드라이브 별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드라이브 식별에 유용
합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Drives를 누릅니다.
2. 테이블에서 드라이브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3.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Drive

Setting을 선택한 다음 드라이브 별칭을 입력합니다.

드라이브 일련 번호 스푸핑
라이브러리는 LTO 드라이브의 실제 일련 번호를 "스푸핑"합니다. 즉, 라이브러리는 드라이
브 제조 일련 번호가 아닌 드라이브 트레이 일련 번호의 맨 오른쪽 10자를 사용합니다. 라
이브러리는 LTO 드라이브의 드라이브 일련 번호만 스푸핑합니다. T10000 드라이브 스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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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일련 번호 스푸핑

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는 SCSI 매체 교환기 "read element status" 명령 및
"inquiry" 명령에 대해 스푸핑된 값을 반환합니다.

드라이브의 "스푸핑된" 일련 번호는 드라이브 교체 후에도 동일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재구성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고장난 드라이브를 교체할 때 스푸핑이 유용합니다. 드라이브 서비스를
요청할 때 스푸핑된 값을 제공하여 드라이브에 대한 서비스 계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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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테이프 카트리지 관리

목차

• 테이프 카트리지 목록 보기
• 청소 카트리지 목록 보기
• 테이프 카트리지 이동 또는 마운트
• 시스템 셀에서 테이프 가져오기/내보내기
• 청소 테이프 사용 임계값 설정
• 테이프 카트리지 취급 팁

참조

• 13장. 매체 검증
• “CAP를 통해 테이프 넣기”
• “CAP를 통해 테이프 꺼내기”

테이프 카트리지 목록 보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ells/Tapes를 누릅니다.
2. Tapes 탭을 누릅니다.

참조

• “청소 카트리지 목록 보기”
• “라이브러리 내 모든 셀 목록 보기”
• “셀 맵 보기”

청소 카트리지 목록 보기
청소 테이프 목록을 사용하여 라이브러리 내 모든 청소 테이프의 클리너 상태, 현재 청소 수,
청소 임계값, 유형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셀의 청소 테이프는 라이브러리 관
리 대상 자동 청소용입니다. 스토리지 셀의 청소 테이프는 호스트 관리 대상 청소용입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ells/Tapes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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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카트리지 이동 또는 마운트

2. Cleaning Tapes 탭을 누릅니다.

참조
• “드라이브 자동 청소 구성”
• “청소 테이프 사용 임계값 설정”
• “시스템 셀에서 테이프 가져오기/내보내기”

테이프 카트리지 이동 또는 마운트
셀 또는 드라이브의 테이프를 빈 셀, 드라이브 또는 CAP 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User 및
Operator 역할만 테이프를 동일한 분할 영역 내 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dministrator 및
Service 역할은 테이프를 2개의 오프라인 분할 영역 간에 이동하고 시스템 셀, 드라이브 또
는 CAP에 넣을 수 있습니다(부록 A. 사용자 역할 참조). GUI를 사용하여 온라인 분할 영역
에서 카트리지를 이동하면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이 중단되므로 이 작업은 허용되지 않습니
다(“라이브러리가 SCSI와 SCI, GUI 간 이동 요청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 참조).

주의:

분할 영역 간에 카트리지를 이동하면 일부 응용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와 응용 프로그램을 재동기화하
도록 잘못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2개의 분할 영역 간에 테이프를 이동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두 분할 영역이 오프라인으
로 전환됩니다(“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분할 영역 지정” 참조).

2. GUI 테이프 테이블 또는 셀 맵에서 테이프를 선택합니다(“테이프 카트리지 목록 보기”
또는 “셀 맵 보기” 참조).

3.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Move Tape를
선택합니다.
• 드라이브로 테이프를 이동하는 경우 비어 있는 호환 드라이브만 대상 드롭다운에 표시

됩니다.
• CAP로 테이프를 이동하는 경우 잠겨 있는 CAP만 대상 드롭다운에 표시됩니다. 다른

분할 영역 소유의 CAP로 테이프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 드라이브에서 테이프를 이동하면 홈 셀이 대상 드롭다운의 첫번째 옵션으로 제공됩니

다.
4. 대상을 선택합니다. 드라이브로(부터) 이동하는 경우 아래 옵션을 선택합니다.

• Force unload — 선택할 경우 드라이브가 진행 중인 읽기 또는 쓰기 작업을 중지하
고 테이프를 언로드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 언로드는 드라이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만 GUI를 통해 수행됩니다. 이는 중단형 작업입니다.

• Read-only mount — 선택할 경우 드라이브가 테이프를 읽기만 하고 쓰기 명령을 거
부합니다. LTO 드라이브는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가 SCSI와 SCI, GUI 간 이동 요청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
SCSI, SCI 및 GUI의 카트리지 이동 요청 가능 여부는 분할 영역 온라인/오프라인 상태 및
분할 영역에 대해 SCSI가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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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셀에서 테이프 가져오기/내보내기

이동을 요청하는 인터페
이스 유형

분할 영역 온라인,
SCSI 사용

분할 영역 온라인,
SCSI 사용 안함

분할 영역 오프라인,
SCSI 사용

분할 영역 오라인,
SCSI 사용 안함

SCSI 허용됨 불가능함 허용되지 않음 불가능함
SCI 허용되지 않음 허용됨 허용되지 않음 허용되지 않음
GUI 허용되지 않음 허용되지 않음 허용됨 허용됨

시스템 셀에서 테이프 가져오기/내보내기
시스템 셀로 청소 및 진단 테이프를 가져오고 시스템 셀에서 테이프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중 선택된 CAP는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
서 호스트와 이 작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시스템 셀의 청소 테이프는 라이브러리 관리 대상 (자동) 드라이브 청소용입니다(“드라이브
자동 청소 구성” 참조). 호스트 관리 대상 드라이브 청소를 사용 중인 경우 일반 데이터 테이
프와 동일한 방식으로 청소 카트리지를 가져오고 내보냅니다(“CAP를 통해 테이프 넣기” 및
“CAP를 통해 테이프 꺼내기” 참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ells/Tapes를 누릅니다.
2. Cleaning Tapes 탭을 누릅니다.
3. Import/Export System Cells 를 누릅니다.
4. 사용할 CAP를 선택합니다.
5. 내보낼 테이프를 선택합니다(선택사항). 새 테이프를 가져오려는 경우 기존 테이프를 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보낼 수 있는 테이프 수는 선택된 CAP의 크기로 제한됩니다.
Ok를 누릅니다.

6. CAP에서 꺼낸 테이프를 모두 제거합니다.
7. 선택적으로 청소 및 진단 테이프를 시스템 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올 테이프 수에

맞는 빈 시스템 셀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CAP에 테이프를 삽입합니다. CAP 버튼을
눌러 CAP를 닫습니다.

주:

라이브러리는 시스템 셀로 데이터 테이프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시스템 셀로 가져오는 동안 CAP에
데이터 테이프를 넣으면 라이브러리가 CAP를 다시 엽니다. CAP에서 데이터 테이프를 제거하십시
오. 스토리지 셀로 데이터 테이프를 가져오려면 “CAP를 통해 테이프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청소 테이프 사용 임계값 설정
특정 사용 횟수(일반적으로 최대 50회) 후 청소 테이프를 교체해야 합니다. 사용 임계값은 청
소 테이프의 남은 사용 횟수가 임계값 아래로 떨어진 후 경고를 표시합니다. 테이프를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도록 임계값을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 임계값은 남은 사용 횟수 5
회입니다.

주:

청소 테이프를 가져오는 경우 라이브러리는 테이프가 이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테이
프의 사용 횟수를 0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새 청소 테이프만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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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카트리지 취급 팁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ells/Tapes를 누릅니다.
2. Cleaning Tapes 탭을 누릅니다.
3. Set Cleaning Thresholds 를 누릅니다.
4. 청소 테이프의 각 유형에 대해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임계값은 해당 유형의 모든 청소 테

이프에 적용됩니다.

참조

• “드라이브 자동 청소 구성”
• “드라이브 수동 청소”

테이프 카트리지 취급 팁

주의:

부적절한 테이프 취급은 데이터 손실이나 라이브러리 구성요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테이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손상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 테이프 카트리지를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 카트리지 외부에 있는 테이프를 만지지 마십시오. 테이프 가장자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테이프 또는 카트리지를 직사광선, 습기, 과도한 온도 또는 자기장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운송 시 충격에 강한 케이스에 카트리지를 넣습니다.

테이프 카트리지 검사

드라이브 또는 라이브러리에 삽입하기 전에 테이프를 항상 검사하십시오. 결함이 있거나 오
염된 테이프를 사용하면 드라이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테이프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먼지 또는 잔해
• 깨지거나 손상된 용기
• 손상된 쓰기 보호 스위치
• 테이프 카트리지 내 액체
• 단단히 부착되지 않았거나 테이프 카트리지 가장자리를 넘어가는 레이블

테이프 카트리지 외부 청소

카트리지의 모든 먼지 및 습기를 보풀이 없는 천으로 닦으십시오. Oracle StorageTek Tape
Cleaner Wipes를 사용하여 카트리지 외부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 물수건은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적셔져 있습니다. 용액이 테이프에 닿거나 카트리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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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카트리지 취급 팁

주의:

카트리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세톤, 트라이클로로에테인, 톨루엔, 크실렌, 벤젠, 케톤, 메틸에틸케톤,
염화 메틸렌, 이염화 에틸, 에스테르, 초산 에틸 또는 이와 유사한 화학 제품을 사용하여 레이블을 제거하
거나 카트리지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테이프 카트리지 보관

깨끗한 환경에 테이프를 보관하십시오. 테이프 카트리지를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보호 포
장재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기구가 아닌 찢는 줄을 사용하여 포장재를 제거하십
시오. 테이프 카트리지를 사용하기 전에 최소 24시간 동안 작동 환경에 두어 온도 및 습도 변
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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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장. CAP 관리 및 작동

주:

CAP 유형은 회전식 CAP(로터리)와 액세스 모듈 CAP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리 기술되지 않는 한
"CAP"라는 용어는 두 가지 유형을 모두 가리킵니다.

목차

• CAP 사용 지침
• CAP 잠금 또는 잠금 해제
• GUI를 사용하여 CAP 열기 또는 닫기
• CAP를 통해 테이프 넣기
• CAP를 통해 테이프 꺼내기
• CAP 풀 관리
• 분할 영역에 CAP 풀 지정
• 분할 영역에 공유 CAP의 소유권 지정
• 기본 CAP 상태

CAP 사용 지침
• 카트리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합니다(허브 기어가 아래로 향하고 레이블이 사용자를

향함). 카트리지를 로드할 때 CAP 매거진의 슬롯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 모든 카트리지를 CAP에 넣기 전에 레이블이 올바르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레이블

이 지정되지 않은 카트리지를 넣지 마십시오.
• 카트리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넣으려면 넣기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CAP 매거진을 로드합

니다.
• CAP 하나에서만 작업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 CAP를 여러 개 사용하지 마십시오. CAP 여

러 개를 열면 감사 시간이 늘어납니다.

CAP 잠금 또는 잠금 해제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APs를 누릅니다.
2. CAPs 탭을 누릅니다.
3. 목록에서 CAP를 선택합니다.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

나는 메뉴)에서 Lock 또는 Unlock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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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를 사용하여 CAP 열기 또는 닫기

잠금 상태
잠금 상태에서는 CAP의 "잠금 해제" LED 표시기가 꺼집니다. 라이브러리는 로봇이
CAP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CAP를 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GUI를 사용하여 CAP를 잠그려면 CAP를 닫고 온라인으로 전환한 후 분할 영역 소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잠금 해제 상태
잠금 해제 상태에서는 CAP의 "잠금 해제" LED가 켜집니다. 운영자는 CAP 버튼을 눌러
잠금 해제 상태의 CAP를 열 수 있습니다. 잠금이 해제된 경우 로봇은 CAP 셀에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GUI를 사용하여 CAP 잠금을 해제하려면 CAP를 닫고 온라인으로 전환
한 후 분할 영역 소유(또는 GUI 제어 대상)로 만들어야 하며 로봇에서 현재 사용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참조

• “기본 CAP 상태”
• “GUI를 사용하여 CAP 열기 또는 닫기”

GUI를 사용하여 CAP 열기 또는 닫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APs를 누릅니다.
2. CAPs 탭을 누릅니다.
3. 목록에서 CAP를 선택합니다.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

나는 메뉴)에서 Open 또는 Close를 선택합니다.

열기
Open을 선택하는 것은 닫혀 있는 잠금 해제 상태의 CAP에서 CAP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닫기
Close를 선택하는 것은 열려 있는 CAP에서 CAP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닫혀
있는 경우 라이브러리는 CAP 셀을 잠근 후 감사합니다.

참조

• “CAP 잠금 또는 잠금 해제”
• “CAP를 통해 테이프 넣기”
• “CAP를 통해 테이프 꺼내기”
• “시스템 셀에서 테이프 가져오기/내보내기”

CAP를 통해 테이프 넣기
주:

공유 CAP를 통해 테이프를 넣으려면 CAP의 소유권을 지정해야 합니다(“분할 영역에 공유 CAP의 소유
권 지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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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를 통해 테이프 넣기

CAP 매거진은 이동식입니다. 원하는 순서대로 매거진 셀에 테이프를 넣을 수 있습니다(허브
면이 아래로 향해야 함). “CAP 사용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CAP를 통해 테이프를 넣은 후 라이브러리는 CAP를 감사합니다. 호스트 소프트웨어 또는
GUI의 명령을 기반으로 라이브러리는 스토리지 셀로 테이프를 이동하고 위치를 기록하며 호
스트에 위치를 전송합니다. CAP가 비어 있으면 라이브러리가 CAP를 기본 상태로 되돌립니
다.

주의:

장치 손상을 방지하려면 CAP를 강제로 열거나 닫지 마십시오.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테이프를 넣거나
테이프를 거꾸로 넣지 마십시오.

회전식 CAP를 사용하여 테이프 넣기

1. 공유 CAP를 사용하는 경우 CAP가 테이프를 추가하려는 분할 영역의 소유인지 확인합
니다(“분할 영역에 공유 CAP의 소유권 지정” 참조).

2. CAP가 자동 넣기 모드인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수동 모드인 경우 호스트에서 넣
기 작업을 시작합니다(호스트 설명서 참조).

3. CAP 버튼 을 누릅니다.

버튼 표시등이 켜지고 도어가 열립니다.
4. CAP에 테이프를 넣습니다. 허브 기어가 아래를 향하고 바코드가 사용자를 향하는지 확

인합니다.
5. CAP 버튼을 누릅니다.

CAP가 닫히고 일시적으로 잠기며 CAP 버튼 표시등이 꺼집니다.

액세스 모듈을 사용하여 테이프 넣기

1. 공유 CAP를 사용하는 경우 CAP가 테이프를 추가하려는 분할 영역의 소유인지 확인합
니다(“분할 영역에 공유 CAP의 소유권 지정” 참조).

2. CAP가 자동 넣기 모드인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수동 모드인 경우 호스트에서 넣
기 작업을 시작합니다(호스트 설명서 참조).

3. "잠금 해제" 표시기가 켜지면 액세스 모듈 CAP 버튼 을 누릅니다.

안전 도어가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대기" 표시기가 깜박입니다. 라이브러리의 작동 레벨
에 따라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4. "넣기" 표시등이 켜진 상태로 유지되면 걸쇠를 들어 올리고 도어를 엽니다. 허브 기어가
아래를 향하게 하고 바코드는 사용자를 향하게 한 상태로 CAP에 테이프를 넣습니다.

5. 액세스 모듈 액세스 도어를 닫고 걸쇠를 겁니다.
6. 액세스 모듈 CAP 버튼을 누릅니다.

"넣기" 표시등이 꺼지고 "대기" 표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안전 도어가 위로 올라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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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를 통해 테이프 꺼내기

라이브러리 GUI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셀로 CAP의 모든 테이프 이동

정상 작동 중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은 테이프를 CAP 밖으로 꺼내 스토리지 셀에 넣어야 합
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GUI를 사용하여 CAP를 언로드할 수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APs를 누릅니다.
2. CAP가 닫히고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목록에서 CAP를 선택한 다음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

나는 메뉴)에서 Unload CAP를 선택합니다.

라이브러리가 현재 CAP를 소유한 분할 영역 내 빈 셀로 테이프를 이동합니다.
4.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을 새 테이프 위치로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AP를 통해 테이프 꺼내기
라이브러리가 모든 테이프를 꺼내고 로봇이 CAP가 비어 있음을 확인하면 라이브러리는 라
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프 위치를 지웁니다. CAP가 기본 상태로 돌아옵니다.

주의:

장치 손상을 방지하려면 CAP를 강제로 열거나 닫지 마십시오.

회전식 CAP를 사용하여 테이프 꺼내기

1. 공유 CAP를 통해 테이프를 꺼내려면 CAP의 소유권을 지정합니다(“분할 영역에 공유
CAP의 소유권 지정” 참조).

2. 꺼내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꺼낼 테이프를 지정합니다. CAP 버튼 표시등이 켜집니다.
3. CAP 버튼 을 눌러 CAP를 엽니다.
4. CAP에서 테이프를 모두 제거합니다.
5. CAP 버튼을 눌러 CAP를 닫습니다.

CAP가 닫히고 잠기며 CAP 버튼 표시등이 꺼집니다.
6. 로봇은 선택된 모든 테이프를 꺼낼 때까지 계속해서 CAP를 채웁니다. CAP 도어의 잠금

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2-4단계를 반복합니다.

액세스 모듈을 사용하여 테이프 꺼내기

1. 공유 CAP를 통해 테이프를 꺼내려면 CAP의 소유권을 지정합니다(“분할 영역에 공유
CAP의 소유권 지정” 참조).

2. 꺼내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꺼낼 테이프를 지정합니다.
3. 액세스 모듈 CAP 버튼 을 누릅니다.

안전 도어가 제자리에 놓일 때까지 "대기" 표시기가 깜박인 다음 "넣기" 표시등이 켜진 상
태로 유지됩니다. 라이브러리의 작동 레벨에 따라 이 프로세스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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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풀 관리

4. 걸쇠를 들어 올리고 도어를 엽니다. 액세스 모듈 CAP에서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액세스
모듈 액세스 도어를 닫고 걸쇠를 겁니다.

5. 액세스 모듈 CAP 버튼을 누릅니다. "넣기" 표시등이 꺼지고 "대기" 표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안전 도어가 위로 올라갑니다. 테이프를 추가로 내보내야 하는 경우 로봇이
계속해서 필요한 액세스 모듈을 채웁니다.

6. 로봇은 선택된 모든 테이프를 꺼낼 때까지 계속해서 액세스 모듈을 채웁니다. 도어의 잠
금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2-4단계를 반복합니다.

CAP 풀 관리
CAP 풀은 분할 영역에 지정되는 라이브러리 내 CAP의 그룹입니다. 분할된 라이브러리에서
만 CAP 풀을 만들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분할되지 않은 라이브러리에는 항상 기본 분할 영
역에 지정된 단일 기본 풀만 포함됩니다.

테이프를 내보내고 가져오려면 분할 영역에 CAP 풀을 지정하고(“분할 영역에 CAP 풀 지정”
참조) 해당 풀 내에 CAP의 소유권을 지정해야 합니다(“분할 영역에 공유 CAP의 소유권 지
정” 참조).

• CAP 풀 만들기
• 풀에 CAP 지정
• CAP 풀 삭제

참조

• “분할 영역에 공유 CAP의 소유권 지정”
• “분할 영역에 CAP 풀 지정”

CAP 풀 만들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APs를 누릅니다.
2. CAP Pools 탭을 누릅니다.
3. Add 를 누릅니다.

주:

Add 아이콘 이 비활성화된 경우 활성화 파일을 사용하여 분할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선
택적 라이브러리 기능 추가 또는 제거” 참조).

4. CAP 풀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새 CAP 풀에는 CAP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풀에 CAP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풀에 CAP 지정

각 CAP를 하나의 CAP 풀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CAP가 비어 있고 유휴 상태여야만 풀
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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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영역에 CAP 풀 지정

중요:

수정된 풀에 지정되는 모든 분할 영역은 풀에서 CAP를 수정할 때 일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설정됩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APs를 누릅니다.
2. CAPs 탭을 누릅니다.
3. 지정할 CAP가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

CAP를 비우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호스트가 테이프를 CAP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하지만 CAP
를 선택한 다음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Unload
CA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테이프를 각각 이동하려면 “테이프 카트리지 이동 또는 마운
트”를 참조하십시오.

4. Assign CAPs to Pools 를 누릅니다.
5. 드롭다운 목록에서 CAP 풀을 선택합니다.

CAP 풀 삭제

분할 영역에 지정되지 않고 CAP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만 CAP 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풀의 모든 CAP를 다른 풀에 지정합니다(위의 "풀에 CAP 지정" 참조).
2. CAP 풀 분할 지정을 제거합니다(“분할 영역 속성 편집” 참조).
3.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APs를 누릅니다.
4. CAP Pools 탭을 누릅니다.
5. 목록에서 CAP 풀을 선택한 다음 Delete 를 누릅니다.

분할 영역에 CAP 풀 지정
분할 영역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분할 영역에 CAP 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분할 영역 추
가” 또는 “분할 영역 속성 편집” 참조). 각 분할 영역에는 하나의 CAP 풀만 지정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하나의 CAP 풀을 여러 분할 영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CAP 풀에 지정되는 분
할 영역 수는 풀의 CAP가 전용인지 아니면 공유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전용 CAP — CAP 풀이 하나의 분할 영역에만 지정된 경우 풀 내 CAP는 "전용"이며 분할
영역은 자동으로 풀 내 모든 CAP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 공유 CAP — CAP 풀이 여러 분할 영역에 지정된 경우 풀 내 CAP는 "공유"입니다. 가
져오기/내보내기 작업을 위해 분할 영역이 공유 CAP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분할 영역이
CAP를 "소유"해야 합니다(“분할 영역에 공유 CAP의 소유권 지정” 참조). 가져오기/내보
내기 작업이 완료되면 분할 영역은 CAP의 소유권을 해제하여 다른 분할 영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

공유 CAP 풀을 SCSI 분할 영역에 지정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SL4000 SCSI Referenc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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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영역에 공유 CAP의 소유권 지정

분할 영역에 공유 CAP의 소유권 지정
CAP 풀을 둘 이상의 분할 영역에 지정하는 경우 분할 영역이 풀 내 CAP를 "소유"해야만 분
할 영역이 테이프를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CAP 풀을 하나의 분할 영역에만 지정
하는 경우 해당 분할 영역이 자동으로 풀 내 모든 CAP를 소유하므로 다음 절차를 수행할 필
요가 없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APs를 누릅니다.
2. CAPs 탭을 누릅니다.
3. 목록에서 CAP를 선택합니다.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

나는 메뉴)에서 Set CAP Owner를 선택합니다.
4. 드롭다운 목록에서 분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참조

• “분할 영역에 CAP 풀 지정”
• “CAP 풀 관리”
• “기본 CAP 상태”

기본 CAP 상태
CAP를 잠그거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CAP 잠금 또는 잠금 해제” 참조). CAP의 기
본 상태(라이브러리 초기화 직후 CAP 상태)는 CAP 풀 상태 및 CAP를 소유한 분할 영역에
대해 SCSI가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표 8.1. CAP 풀 및 분할 영역 상태에 기반한 기본 CAP 상태

CAP 풀 상태 CAP 상태 분할 영역에 대해 SCSI 사용 분할 영역에 대해 SCSI 사용 안함

라이브러리에 단일 기본 풀만 있
습니다(설치된 분할 활성화 파일
이 없고 라이브러리에 단일 기본
분할 영역이 있음).

모든 CAP가 "전용"입니다(기본
분할 영역이 자동으로 라이브러
리의 모든 CAP를 소유함).

모든 CAP의 잠금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CAP가 잠겨 있습니다.

CAP 풀이 하나의 분할 영역에 지
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풀의 CAP가 "사용 가능" 상태이
며 잠겨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CAP 풀이 단일 분할 영역에 지정
되어 있습니다.

풀의 CAP가 "전용"입니다(분할
영역이 풀의 모든 CAP를 소유
함).

풀의 CAP가 잠금 해제되어 있
습니다.

풀의 CAP가 잠겨 있습니다.

CAP 풀이 둘 이상의 분할 영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풀의 CAP가 "공유"이며 분할 영
역이 명시적으로 풀의 CAP 소유
권을 가져올 때까지 잠금 상태로
유지됩니다.

분할 영역 소유인 경우 CAP의
잠금이 해제됩니다.

분할 영역 소유인 경우 CAP가 잠
깁니다.

참조

• “CAP 잠금 또는 잠금 해제”
• “GUI를 사용하여 CAP 열기 또는 닫기”

8장. CAP 관리 및 작동 · 107



기본 CAP 상태

• “분할 영역에 CAP 풀 지정”
• “분할 영역에 공유 CAP의 소유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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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장. 라이브러리 분할

라이브러리 분할은 여러 호스트가 라이브러리 일부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
러리 리소스(드라이브 베이, 스토리지 셀 및 CAP)를 보다 작은 하위 섹션으로 나누는 선택적
기능입니다. 라이브러리는 최대 16개의 분할 영역을 지원합니다.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
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분할 영역은 호스트에 독립형 라이브러리로 표시됩니
다.

중요:

현재 분할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분할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분할 하드웨어 활성화 파일을 설
치해야 합니다(“선택적 라이브러리 기능 추가 또는 제거” 참조).

목차
• 라이브러리 성능 최대화를 위한 분할 지침
• 분할 영역 추가
• 분할 영역 속성 편집
• 분할 영역으로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베이 이동
• 분할 영역 삭제
• SCSI 호스트에 분할 영역 지정 및 LUN 지정 변경
• 분할 영역의 호스트 연결 보기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분할 영역 지정
• 기본 분할 영역이 "분할되지 않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매체 검증 분할 영역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조
• “매체 검증 분할 영역(풀)에서 드라이브 추가 또는 제거”
• “CAP 풀 만들기”
• “분할 영역에 CAP 풀 지정”
• “분할 영역에 공유 CAP의 소유권 지정”

라이브러리 성능 최대화를 위한 분할 지침
• 가능한 가장 큰 블록의 스토리지 슬롯을 분할합니다. 작업 로드에 따라 카트리지와 드라이

브를 함께 클러스터화합니다. 최고 작업 로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할 영역에 충분한
수의 데이터 카트리지, 스크래치 카트리지 및 테이프 드라이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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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영역 추가

• 개별 드라이브 및 스토리지 셀을 분할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미 큰 블록에 대략 정의된 분
할 영역을 미세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리소스를 추가 및 제거합니다.

• 각 분할 영역에 대해 하나 이상의 CAP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CAP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각 분할 영역에 전용 CAP가 포함됩니다.

• 넣기 및 꺼내기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CAP에 가까운 스토리지 셀을 분할합니다. 저
장된 데이터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에 가까운 스토리지 셀을 분할합니다.

분할 영역 추가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Partitioning을 누릅니다.
2. Create New Partition 을 누릅니다.

주:

새 분할 영역 만들기 아이콘이 비활성화된 경우( ) 활성화 파일로 분할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
다(“선택적 라이브러리 기능 추가 또는 제거” 참조).

3. 분할 영역 속성을 입력합니다. 설명은 “분할 영역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Ok를 눌러 분할
영역을 만듭니다.

4. 새로 만들어진 분할 영역에는 리소스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소스를 할당하려면
“분할 영역으로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베이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분할 영역 속성

분할 영역을 추가 또는 수정할 때 분할 영역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분할 영역 추가” 또
는 “분할 영역 속성 편집” 참조).

• Partition Name – 20자로 제한됩니다.
• Drive Auto Clean – 선택할 경우 분할 영역 내 드라이브에 대해 라이브러리 관리 대상

드라이브 청소가 사용으로 설정됩니다(“드라이브 자동 청소 구성” 참조). 선택하지 않을 경
우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드라이브 청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 Volume Label Format – 스토리지 셀 volser의 형식을 제어합니다(“볼륨 레이블 형식
옵션” 참조).

• Initial Control State – 분할 영역의 초기 상태입니다. "온라인" 분할 영역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분할 영역은 "온라인"으로 설정되기 전까지 모든
클라이언트 요청을 거부합니다.

• SCSI Access Enabled – "Yes"를 선택하면 SCSI 클라이언트만 분할 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를 선택하면 SCI(StorageTek 라이브러리 제어 인터페이스) 클라이언
트만 분할 영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SCSI와 SCI, GUI 간 이동 요청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Fast-Load Type – 분할 영역이 마운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는 방식을 정의합니
다.
◦ Normal(기본값) – 선택된 테이프가 로드되고 드라이브에서 감긴 후에만 라이브러리가

마운트 요청에 응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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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영역 속성 편집

◦ Fast – 선택된 테이프가 드라이브에 삽입된 후 로드 및 감기가 완료되기 전 라이브러리
가 마운트 요청에 응답합니다.

• CAP Pool Name – 목록에서 CAP 풀을 선택합니다. CAP 풀을 만들거나 수정하려면
“CAP 풀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테이프 가져오기/내보내기를 수행하려면 분할 영역에
CAP 풀을 지정해야 합니다.

분할 영역 속성 편집
주의:

분할 구성을 수정하면 클라이언트 시스템 작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상태인 변경되는 모든
분할 영역은 일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설정된 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이미 오프라인 상태인 분
할 영역은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Partitioning을 누릅니다.
2. 테이블에서 분할 영역을 선택한 다음 Edit Partition 을 누릅니다.
3. 분할 영역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분할 영역 속성” 참조).

참조
• “분할 영역으로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베이 이동”
• “SCSI 호스트에 분할 영역 지정 및 LUN 지정 변경”

분할 영역으로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베이 이동
초기에 모든 리소스는 사전 정의된 기본 분할 영역에 지정됩니다. 다른 분할 영역을 하나 이
상 추가한 후(“분할 영역 추가” 참조) 분할 영역 간에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베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내 모든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베이는 항상 하나의 분할 영역에
속해야 합니다.

주:

요약 페이지에서 Apply를 누르기 전까지는 실제로 라이브러리에 구성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을 적용하면 현재 온라인 상태인 변경되는 모든 분할 영역이 일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설정됩
니다. 이미 오프라인 상태인 분할 영역은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Partitioning을 누릅니다.
2. Assign Cells 를 누릅니다.
3. 드롭다운 목록에서 소스 및 대상 분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화살표는 리소스 이동 방향을

나타냅니다. 초기에 기본 분할 영역은 소스 분할 영역이어야 합니다.

주:

방향을 바꾸려면 화살표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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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영역으로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베이 이동

4. 수정할 모듈을 누릅니다. 모듈 아래의 녹색 화살표 는 현재 선택된 모듈을 나타냅니다.

5. Select Cells By 방법을 선택하고(아래의 "분할 선택 방법"에서 정의 참조) 셀 맵에서
셀을 누릅니다(아래의 "분할 셀 맵 범례" 참조). 셀 또는 드라이브 베이의 숫자는 분할 영
역 ID를 나타냅니다.

실수한 경우 셀을 다시 이동하는 방법
셀 지정 방향 화살표를 눌러 방향을 바꿉니다( ). Select Cells By 방법을 선택하
고 셀 맵에서 셀을 누릅니다. 그러면 셀이 소스 분할 영역에 재지정됩니다.

6. 다른 모듈을 누르고 위 단계를 반복합니다.
7. 분할 설계가 완료되면 Next를 누릅니다.

중요:

변경사항을 적용하면 수정되는 모든 분할 영역이 일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전환됩니다. 영향을 받
는 분할 영역은 온라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분할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전 수정되는 분할 영역과 관
련된 모든 호스트 작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8. Cell Assignment Count Summary 및 Cell Assignment Details를 검토한 다음
Apply를 누릅니다.

분할 선택 방법

기본 모듈 및 드라이브 모듈에서 행과 열은 드라이브 베이와 스토리지 셀 간에 정렬되지 않으
므로 스토리지 셀과 드라이브 셀을 동시에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옵션은
Side, Module 및 Cell-by-Cell입니다. 다른 선택 방법은 유사 셀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이
경우 스토리지 셀 또는 드라이브 베이만 선택됩니다.

• Cell-by-cell – 개별 셀을 눌러 한 번에 하나씩 셀을 지정합니다.
• Cell Block – 직사각형 블록에서 유사 셀을 지정합니다(두 번 눌러야 함). 블록의 왼쪽 맨

위를 누른 다음 블록의 오른쪽 맨 아래를 누릅니다. 눌러서 끌어오지 마십시오.
• Column – 열에서 원하는 셀을 눌러 열에 있는 모든 유사 셀을 지정합니다.
• Side – 면에서 원하는 셀을 눌러 면(전면 또는 후면)에 있는 모든 셀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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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 – 행에서 원하는 셀을 눌러 행에 있는 모든 유사 셀을 지정합니다.
• Module – 모듈에서 원하는 셀을 눌러 모듈의 소스 분할 영역에 현재 지정된 모든 셀을 지

정합니다.

분할 셀 맵 범례

셀 맵 아이콘 의미

테이프 - 셀이 점유되거나 드라이브가 마운트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색상 오버레이 없음)
할당되지 않음 - 소스 분할 영역(이 경우 ID가 1인 분할 영역)에 지정된 셀입니
다.

(노란색 오버레이)
할당됨 - 대상 분할 영역(이 경우 ID가 21인 분할 영역)에 지정된 셀입니다.

(빨간색 오버레이)
선택할 수 없음 - 드롭다운 목록에서 현재 선택된 분할 영역 중 하나가 아닌 분할
영역에 지정된 셀입니다. 또는 셀이 시스템 셀입니다. 시스템 셀은 분할 영역에
지정될 수 없습니다.
CAP 셀 - 분할 영역에 해당 셀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 영역에 지정되는
CAP 셀은 CAP 풀에 따라 다릅니다.
액세스할 수 없음 - 시스템 셀입니다. 분할 영역에 해당 셀을 추가할 수 없으며 호
스트가 해당 셀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분할 영역 삭제
스토리지 셀 또는 드라이브 베이가 포함되지 않은 분할 영역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삭제할 분할 영역의 모든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베이를 다른 분할 영역으로 이동합니
다(“분할 영역으로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베이 이동” 참조).

팁:

소스 분할 영역에 속한 모듈 내 모든 셀을 빠르게 재지정하려면 By Module 선택 방법을 선택한 다
음 셀 맵에서 아무 위치나 누르십시오.

2. 셀 지정 요약 화면에서 삭제할 분할 영역에 포함된 리소스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Apply를 누릅니다.

3. 빈 분할 영역을 삭제하려면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Partitioning을 누릅니다.
4. 테이블에서 분할 영역을 선택한 다음 Delete 를 누릅니다. Delete가 비활성화된 경우

먼저 모든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베이를 다른 분할 영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분할
영역으로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베이 이동” 참조).

주:

이 분할 영역에 지정된 모든 SCSI 호스트의 LUN이 삭제됩니다. 또한 라이브러리는 호스트에 삭제
된 분할 영역보다 높은 번호가 지정된 LUN이 있을 경우 일부 LUN의 번호를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
다. 호스트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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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I 호스트에 분할 영역 지정 및 LUN 지정 변경

SCSI 호스트에 분할 영역 지정 및 LUN 지정 변경
중요:

SCSI 호스트에 분할 영역을 지정하면 분할 영역이 일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전환됩니다. LUN 번호 지
정 변경은 중단형 작업이므로 호스트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Partitioning을 누릅니다.
2. SCSI Host Configuration 탭을 누릅니다.
3. Configure SCSI Connections 를 누릅니다.
4. 드롭다운 목록에서 SCSI 호스트를 선택합니다.

주:

분할 영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SCSI 액세스가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SCSI 액세스를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분할 영역 속성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5. 각 분할 영역에 대해 LUN 지정을 선택합니다. LUN 0이 있어야 하며 호스트에 대해 중복
LU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할 영역을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지정할 추가 SCSI 호스트가 있을 경우 목록에서 호스트를 선택하고 위 단계를 반복합니
다.

7. Ok를 눌러 재구성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는 분할 영역이 오프라인으로 전환되
고 LUN이 재지정됩니다. 필요에 따라 호스트를 재구성합니다.

참조

• 10장. SCSI 호스트 연결 관리
• “SCSI 호스트 추가, 수정 또는 삭제”
• “SCSI LUN 매핑 보기”
• “현재 로그인된 SCSI 호스트 보기”
• “분할 영역의 호스트 연결 보기”

분할 영역의 호스트 연결 보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Partitioning을 누릅니다.
2. Partitions 탭을 누릅니다.

114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분할 영역 지정

3. 목록에서 분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참조

• 10장. SCSI 호스트 연결 관리
• “SCSI 호스트에 분할 영역 지정 및 LUN 지정 변경”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분할 영역 지정
분할 영역은 분할 및 SCSI 호스트 구성 변경 중 자동으로 오프라인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수동으로도 분할 영역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분할 영역은 온라인으로 설정되
기 전까지 모든 클라이언트 요청을 거부합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Partitioning을 누릅니다.
2. Partitions 탭을 누릅니다.
3. 분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4.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Go Online 또

는 Go Offline을 선택합니다.

기본 분할 영역이 "분할되지 않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SL4000 라이브러리 내 모든 리소스(드라이브 베이, 스토리지 셀 및 CAP)는 항상 하나 이상
의 분할 영역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되지 않은 라이브러리(분할 활성화 파일
이 설치되지 않음)에서는 전체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단일 기본 분할 영역이 있습니다. 초
기에 이 분할 영역의 이름은 "DefaultPartition"이지만 이름을 바꾸거나 언제든지 분할 속성
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분할 영역 속성 편집” 참조).

매체 검증 분할 영역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체 검증 분할 영역은 T10000 테이프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용 T10000C 및 D 드라
이브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13장. 매체 검증  참조). 기본적으로 항상 매체 검증 분할 영
역이 있으며(분할 활성화 파일이 설치되지 않은 라이브러리에도 있음) 매체 검증 분할 영역
은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초기에 분할 영역은 비어 있으며 리소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할 영역에 드라이브를 추가하려면 “매체 검증 분할 영역(풀)에서 드라이브 추가
또는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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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장. SCSI 호스트 연결 관리

목차

• SCSI 호스트 추가, 수정 또는 삭제
• SCSI LUN 매핑 보기
• 현재 로그인된 SCSI 호스트 보기
• 사용할 수 없는 광 섬유 채널 포트의 동작
• FC 연결이 작동합니까? LINK 표시등이 없습니다.

참조

• “SCSI 호스트에 분할 영역 지정 및 LUN 지정 변경”
• “분할 영역의 호스트 연결 보기”

SCSI 호스트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라이브러리는 SAN에 연결된 SCSI 호스트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SCSI
호스트를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

현재 로그아웃된 경우에만 호스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Partitioning을 누릅니다.
2. SCSI Host Configuration 탭을 누릅니다.
3. Add 를 누르거나 SCSI 호스트를 선택한 다음 Modify  또는 Delete 를 누릅니

다.
• Host Alias - 64자로 제한됨
• World Wide Name - "0x"가 접두어로 붙지 않은 16자(8바이트) 16진수 필드(예:

B97F877BF079F405)

참조

• “SCSI 호스트에 분할 영역 지정 및 LUN 지정 변경”
• “분할 영역의 호스트 연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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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I LUN 매핑 보기

• “SCSI LUN 매핑 보기”
• “현재 로그인된 SCSI 호스트 보기”

SCSI LUN 매핑 보기
분할되지 않은 라이브러리에서 모든 호스트는 자동으로 LUN 0의 기본 분할 영역에 연결됩
니다. 분할을 구성한 후에는 LUN 지정을 변경하고 각 호스트에 여러 분할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SCSI 호스트에 분할 영역 지정 및 LUN 지정 변경” 참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Partitioning을 누릅니다.
2. SCSI Host Configuration 탭을 누릅니다.

주:

Service 역할(부록 A. 사용자 역할 참조)을 보유한 사용자에게는 SCSI 연결 문제를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이 테이블에 추가 열이 표시됩니다.

현재 로그인된 SCSI 호스트 보기
라이브러리는 현재 로그인된 호스트를 나열하고 호스트가 연결된 포트를 표시합니다. 호스
트의 LUN 지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Partitioning을 누릅니다.
2. Active SCSI Hosts 탭을 누릅니다. 테이블에는 라이브러리에 현재 로그인된 호스트만

표시됩니다.
3. LUN 지정을 보려면 호스트를 선택한 다음 Show LUNs 를 누릅니다. 또는 “SCSI

LUN 매핑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 “SCSI 호스트 추가, 수정 또는 삭제”
• “SCSI 호스트에 분할 영역 지정 및 LUN 지정 변경”
• “분할 영역의 호스트 연결 보기”

사용할 수 없는 광 섬유 채널 포트의 동작
라이브러리 컨트롤러에는 2개의 FC 포트(1 및 2)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포트
1만 완전히 활성(사용 가능) 상태입니다. 포트 2는 중복 제어 경로(다중 포트) 하드웨어 활성
화 파일을 설치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선택적 라이브러리 기능 추가 또는 제거” 참
조).

라이브러리는 사용할 수 없는 포트에서 명령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포트는 Inquiry, Report LUNs, Report Target Port Groups 및 Request Sense만
완전히 지원합니다. 기타 모든 명령의 경우 라이브러리는 상태가 Check Condition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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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연결이 작동합니까? LINK 표시등이 없습니다.

령을 종료하고 Sense Key를 Not Ready, Logical Unit Not Accessible, Target
Port in Unavailable State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L4000 SCSI Referenc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FC 연결이 작동합니까? LINK 표시등이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카드의 광 섬유 채널 포트에는 링크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이 없습
니다. 포트가 호스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Hardware를 누릅니다.
2. FC Ports 탭을 누릅니다.
3. 호스트가 현재 연결되어 있을 경우 포트의 Link State가 Up입니다.

주:

기본적으로 FC 포트 1만 완전히 활성(사용 가능) 상태이며 지원되는 모든 SCSI 명령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포트 2를 완전히 활성화하려면 중복 제어 경로(다중 포트) 활성화 파일을 설치해야 합니
다. “사용할 수 없는 광 섬유 채널 포트의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참조

• “사용할 수 없는 광 섬유 채널 포트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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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장. 라이브러리 작동 및 관리

목차
• 상태 표시줄에서 라이브러리, 장치 및 분할 영역의 상태 보기
• 셀 맵 보기
• 하드웨어 장치 상태 보기
• 웹 카메라를 사용하여 라이브러리 내부 보기
• 라이브러리 요청, 작업 및 리소스 보기
• 라이브러리 요청 취소
• 라이브러리 내 모든 셀 목록 보기
• SCSI 요소 ID 보기
• 펌웨어 레벨 보기
• 장치 원격 측정 데이터 그래프 보기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장치 제어 상태 설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라이브러리 설정
• 라이브러리 끄기
• 라이브러리 켜기
• 라이브러리 다시 시작 또는 라이브러리 OS 재부트
• 라이브러리 전체 또는 일부 감사

참조
• 7장. 테이프 카트리지 관리
• 8장. CAP 관리 및 작동
• 6장. 드라이브 관리

상태 표시줄에서 라이브러리, 장치 및 분할 영역의 상태 보기
GUI 화면 상단 근처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는 현재 라이브러리 상태, 장치 및 분할 영역의 상
태별 개수가 표시됩니다. 라이브러리 내 장치의 상태를 기반으로 전체 라이브러리 상태가 자
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주:

상태 표시줄에서 라이브러리 상태를 누르면 현재 라이브러리 상태 표시기가 나타나며 모든 오프라인 또
는 비작동 장치가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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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표시줄에서 라이브러리, 장치 및 분할 영역의 상태 보기

라이브러리 상태

• Starting Up — 전원 켜기 또는 다시 시작 직후 라이브러리가 이 상태입니다. 라이브러리
는 장치가 현재 상태를 "알릴"때까지 기다립니다. 라이브러리가 몇 분 동안 "Starting Up"
상태로 유지되면 라이브러리 상태를 눌러 라이브러리가 어떤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지 확
인합니다.

• Initializing  — 라이브러리가 로봇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 Operative  — 라이브러리가 완전히 작동 중입니다.
• Operative, Partially Online — 라이브러리가 작동 중이지만 일부 장치가 오프라인 상

태입니다. 오프라인 장치 목록을 보려면 "Operative, Partially Online" 상태를 누릅니다.
• Degraded  — 라이브러리의 장치가 고장났거나 오프라인이지만 라이브러리는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 Inoperative  — 장치가 고장났으며 라이브러리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예: 단일 로봇

구성에서 로봇 고장).

분할 영역 및 장치 상태

Device Status — 상태 표시줄에서 표시기에 인접한 장치 수를 누르면 하드웨어 장치 트리
가 표시됩니다(“하드웨어 장치 상태 보기” 참조). 상태 표시줄의 장치 수에는 모든 장치가 포
함되지만 모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치 트리의 장치 수에는 모듈이 포함됩니다. 따
라서 상태 표시줄과 장치 트리의 장치 수는 약간 다릅니다.

Partition Status — 상태 표시줄에서 분할 영역 수를 누르면 제어 또는 작동 상태를 기준으
로 필터링이나 정렬을 적용할 수 있는 분할 영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9장. 라이브러리 분할 
참조).

상태 표시기:

• Operative  — 장치/분할 영역이 제대로 작동 중입니다. 라이브러리가 장치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으며 제어 상태가 온라인이고 작동 상태가 Operative인 경우 장치가 작동하
는 것입니다.

• Offline  — 장치/분할 영역이 오프라인 제어 상태입니다.
• Degraded  — 장치/분할 영역이 고장났지만 라이브러리는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 Inoperative  — 장치/분할 영역이 고장나서 라이브러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장난 장치 찾기

라이브러리가 "Partially Online", "Degraded" 또는 "Inoperative"인 경우 상태 표시줄에
서 라이브러리 상태를 눌러 오프라인 또는 고장난 장치를 확인합니다. 또는 Hardware,
Device Status 탭을 차례로 누르고 Faulted Devices 탭을 눌러 이 상태를 야기한 장치를
식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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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맵 보기

셀 맵 보기
셀 맵을 사용하여 라이브러리 내 테이프 및 드라이브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Library를 누릅니다.
2. 모듈을 누릅니다. 녹색 화살표 는 현재 선택된 모듈을 나타냅니다.
3. 셀을 가리켜서 셀 주소, 분할 영역 지정, 테이프 유형 등을 표시합니다. 기타 옵션을 보려

면 셀을 누릅니다.
• “테이프 카트리지 이동 또는 마운트”
• “로케이터 LED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드라이브 찾기”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드라이브 설정”
• “드라이브 재설정(드라이브 전원 껐다 켜기)”

셀 맵 범례

셀 맵 아이콘 의미

테이프입니다. 셀이 점유되거나 드라이브가 마운트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테이프 셀입니다.

CAP 셀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 및 진단 테이프 보관에 사용되는 예약된 시스템 셀입니다. 호스트는
해당 셀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드라이브입니다.

빈 드라이브 베이입니다.

참조

• “라이브러리 내 모든 셀 목록 보기”

하드웨어 장치 상태 보기
라이브러리 내 모든 장치에 대한 상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Hardware를 누릅니다.
2. 탭을 선택합니다.

• Device Status Tree 탭 - 라이브러리 내 모든 장치에 대한 계층적 장치 트리를 보여
줍니다. "Starting Up" 상태에서는 라이브러리가 장치 트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장치
트리에 대한 보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 All Devices 버튼 - 설치된 모든 장치를 보여줍니다(기본 보기).

11장. 라이브러리 작동 및 관리 · 123



웹 카메라를 사용하여 라이브러리 내부 보기

◦ Faulted Devices 버튼 - 문제 발생 상태의 장치만 보여줍니다.
◦ All Locations 버튼 - 설치된 모든 장치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빈 위치(예: 점유

되지 않은 드라이브 베이)를 보여줍니다.

팁:

장치 계층의 특정 부분을 보려면 장치 트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Collapse",
"Collapse All Below", "Expand" 또는 "Expand All Below"를 누르십시오.

• 기타 모든 탭 - 해당 유형의 장치를 표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라이브러리가 "Starting
Up" 상태인 경우 해당 탭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웹 카메라를 사용하여 라이브러리 내부 보기
웹 카메라는 기본 또는 드라이브 모듈 내부에 설치된 선택적 기능으로, 라이브러리 작동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라이브러리 도어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프 드라이브를 보는 데
유용합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Hardware를 누릅니다.
2. Cameras 탭을 누릅니다.

주:

라이브러리에 카메라가 있지만 목록에 카메라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Actions 드롭다운에서
Detect Cameras를 선택하십시오.

3. 목록에서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
타나는 메뉴)에서 View 를 선택합니다.

4. 화살표 버튼 을 사용하여 카메라의 시야를 이동하거나 Reset을 눌러 카메라를 가운
데에 맞춥니다.

라이브러리 요청, 작업 및 리소스 보기
라이브러리에 대한 모든 외부 명령(SCSI, SCI, GUI, SNMP, GET) 및 여러 내부 작업으로
요청이 생성됩니다. Requests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에 대한 요청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요청을 실행하면서 라이브러리가 수행한 작업 또는 발생한 오류를 설명하는
"요청 결과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GUI에서 해당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라이브러리 요청은 작업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셀 간에 테이프를 이동하면 상위 작
업 "Move"와 2개의 하위 작업 "Fetch" 및 "Put"이 생성됩니다. 작업은 셀, 장치(로봇, 드라이
브 등) 및 레일 세그먼트를 할당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각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Jobs and Resources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 작동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Activity를 누릅니다.
2. Requests 탭, Jobs 탭 또는 Resources 탭을 누릅니다.
3. 추가 정보를 보려면 테이블에서 행을 선택한 다음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

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Details를 선택합니다.

124



라이브러리 요청 취소

요청의 경우 Details 화면에 여러 탭이 표시됩니다.
• Details - 요청에 대한 세부정보 요약입니다.
• Output Messages - 라이브러리가 요청을 처리하여 생성된 요청 메시지 목록입니

다.
• Log Messages - (선택된 역할만) 요청을 참조하는 로그 메시지입니다.

작업의 경우 Request Details를 선택하여 작업을 생성한 상위 요청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Download 버튼이 표시되면 전체 세부정보를 저장하거나 응용 프로그
램에서 열 수 있습니다.

4. 활성 요청 또는 작업만 보려면 Status 열에서 'Active'로 필터링합니다(“테이블 검색 및
정렬” 참조).

참조

• “라이브러리 요청 취소”

라이브러리 요청 취소

주:

"Active" 또는 "Submitted" 상태의 요청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Activity를 누릅니다.
2. Requests 탭 또는 Jobs 탭을 누릅니다.
3. 요청 또는 작업을 선택합니다.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

나는 메뉴)에서 Request Cancel(요청의 경우) 또는 Cancel Parent Request(작업의
경우)를 선택합니다.

팁:

여러 개의 요청을 취소하려면 Ctrl 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요청을 선택한 다음 Actions 드
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Request Cancel/Cancel Parent
Request를 선택하십시오.

취소가 즉시 적용되지 않음

요청을 취소하면 라이브러리는 진행 중인 모든 로봇 작업을 완료한 후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
려고 시도합니다. 진행 중인 이동이 있을 경우 라이브러리는 소스 셀로 테이프를 되돌립니다
(가능한 경우). 취소된 진단 테스트가 있을 경우 라이브러리는 진단이 시작되기 전 시작한 셀
로 테이프를 되돌리려고 시도합니다.

참조

• “라이브러리 요청, 작업 및 리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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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내 모든 셀 목록 보기

• “테이블 검색 및 정렬”

라이브러리 내 모든 셀 목록 보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ells/Tapes를 누릅니다.
2. All Cells 탭을 누릅니다.

참조

• “셀 맵 보기”
• “테이프 카트리지 목록 보기”
• “청소 카트리지 목록 보기”

SCSI 요소 ID 보기
셀 맵에서 셀을 가리키거나(“셀 맵 보기” 참조) 드라이브 테이블 또는 셀 테이블의 "SCSI
element ID" 열을 확인합니다(“드라이브 정보 보기” 및 “라이브러리 내 모든 셀 목록 보기”
참조).

펌웨어 레벨 보기
라이브러리 및 장치에는 펌웨어가 포함됩니다. 현재 펌웨어 버전 및 빌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치 펌웨어 보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Firmware를 누릅니다.
2. 다음 탭 중 하나를 누릅니다.

• Available Device Firmware - 라이브러리 펌웨어 이미지 일부로 제공된 장치 펌웨
어를 보여줍니다.

• Reported Device Firmware - 장치가 직접 보고하는 펌웨어를 보여줍니다. 업그레
이드 수신을 차단하는 장치도 있으므로 이 펌웨어의 버전은 Available 테이블에 표시
되는 버전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장치 펌웨어 업그레이드 차단, 허
용 또는 강제” 참조).

라이브러리 펌웨어 보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Firmware를 누릅니다.
2. Library Firmware 탭을 누릅니다.

참조

• “라이브러리 펌웨어 업로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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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원격 측정 데이터 그래프 보기

장치 원격 측정 데이터 그래프 보기
라이브러리 내 일부 장치는 주기적으로 시간 기록된 측정값을 수집합니다. GUI를 사용하여
원격 측정 데이터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Hardware를 누릅니다.
2. 장치 트리에서 장치를 선택합니다. 다음에 대한 원격 측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 로봇
• 드라이브
• 루트 스위치
• 드라이브 스위치
• 팬 조립품
• DC 전원 컨트롤러

3.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Device
Telemetry를 선택한 다음 측정 유형을 선택합니다.

4.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지난 3일 동안의 원격 측정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래프 위의 버
튼을 눌러 이 시간 범위를 조정합니다.

5. 원격 측정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하려는 경우 그래프의 소스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다
운로드한 다음 선택한 그래프 생성 응용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격 측정의 측정 유형

원격 측정 데이터는 누계(예: 로봇 및 CAP 작동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또는 지정 시간 동안
의 순간적 값(예: 온도 또는 팬 속도)을 보여줍니다. 누계는 라이브러리가 시작될 때마다 재설
정됩니다. 다음은 수집된 장치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로봇 측정값

• Gets - 로봇이 수행한 가져오기 누계입니다.
• Get Retries - 가져오기 중 수행된 재시도 누계입니다.
• Failures - 가져오기 중 실패 누계입니다.
• Puts - 로봇이 수행한 넣기 누계입니다.
• Put Retries - 넣기 중 수행된 재시도 누계입니다.
• Put Failures - 넣기 중 실패 누계입니다.

CAP 측정값

라이브러리는 회전식 CAP와 액세스 모듈 CAP에 대해 CAP 측정값을 수집합니다.

• Operations - CAP가 수행한 열기 및 닫기 작업 누계입니다.
• Retries - 재시도 누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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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recoverable Errors - CAP에 대한 복구할 수 없는 오류 누계입니다. 복구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 CAP를 교체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0 또는 1입니다.

• Reboots - CAP 다시 시작 누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 시작 시 1이지만 라이브
러리가 실행되는 동안 CAP 컨트롤러 카드를 교체하는 경우 1보다 클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에너지 측정값

라이브러리 내 각 PDU의 단일 센서는 PDU에 대한 에너지 소모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수집
합니다. 총 전력 소비량은 라이브러리 내 모든 PDU 에너지 사용량의 합계입니다.

• Kilowatts - 측정 기간 동안의 평균 전력 소모량(KW)입니다.
• Kilowatt hours - 측정 기간 동안의 에너지 소비량(KW-시간)입니다.
• Duration - 측정 기간입니다.

장치 전력 측정값

일부 장치에는 장치 및 다운스트림 구성요소에 대한 에너지 소모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수집
하는 "핫 스왑 컨트롤러 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Input Voltage - 장치에 대한 입력 DC 전압(볼트)입니다.
• Watts - 측정 시 전력 소모량(와트)입니다.
• Input Amps - 장치에 대한 입력 전류(암페어)입니다.

기본 카드 케이지에서 모니터되는 장치:

•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 기능 카드
• 각각 12V 입력 센서와 웹 카메라용 48V 전원 센서가 있는 루트 스위치
• 팬 조립품
• 스토리지 하드 드라이브
• 비디오 카드

모니터되는 로봇 관련 장치:

• 레일 컨트롤러에 대한 입력 센서 및 레일에 대한 입력 센서가 있는 레일 컨트롤러
• 모든 기계적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로봇 컨트롤러 및 로봇에 대한 입력을 수집하는 로봇 컨

트롤러

모니터되는 드라이브 관련 장치:

• 드라이브 스위치
• 드라이브 컨트롤러, 드라이브 트레이의 팬, 테이프 드라이브 및 암호화 카드(있을 경우)의

전력을 포함하여 드라이브 트레이에 대한 입력을 수집하는 드라이브 컨트롤러

모니터되는 액세스 모듈 장치:

128



장치 원격 측정 데이터 그래프 보기

• 액세스 모듈 컨트롤러 및 모듈의 기계적 메커니즘에 대한 전력을 포함하여 액세스 모듈에
대한 입력을 수집하는 액세스 모듈 컨트롤러

모니터되는 기타 장치:

• 회전식 CAP(로터리)

네트워크 통계 측정값

라이브러리 내 이더넷 스위치 및 일부 장치 컨트롤러는 네트워크 성능 데이터 누계를 수집합
니다. 루트 및 드라이브 스위치는 많은 수의 포트로 인해 낮은 빈도(약 10-20분 간격)로 데이
터를 수집합니다. 레일, 로봇, 드라이브 및 액세스 모듈 컨트롤러는 몇 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각 장치의 여러 센서는 다른 장치에 링크된 해당 장치의 네트워크 포트를 나타냅
니다. 센서 이름을 통해 링크 대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Port Speed - 포트가 실행 중인 속도입니다.
• Transmit Bytes – 포트가 전송한 바이트입니다.
• TX Dropped Packets – 리소스 부족 또는 내부 MAC 하위 계층 전송 오류로 인해 포트

가 삭제한 전송 패킷입니다.
• TX Collisions – 패킷 전송 중 포트에 발생한 충돌입니다.
• TX Pause Events – 포트에서 전송된 PAUSE 패킷입니다.
• Receive Bytes – 포트가 수신한 데이터 바이트입니다.
• RX Dropped Packets – 리소스 부족으로 인해 삭제된 포트 수신 패킷입니다. 이는 RX

맞춤 오류 또는 RX FCS 오류 카운터가 수신 오류를 집계하지 않은 경우에만 증분됩니다.
• RX Pause Frames – 포트가 수신한 PAUSE 패킷입니다.
• RX Alignment Errors – 바이트 수가 정수가 아닌 잘못된 FCS가 있는 포트 수신 패킷입

니다.
• RX FCS Errors – 바이트 수가 정수인 잘못된 FCS가 있는 포트 수신 패킷입니다.
• RX Symbol Errors – 유효한 길이의 패킷이 포트에서 수신되었으며 하나 이상의 잘못된

데이터 기호가 감지된 횟수입니다.

네트워크 통계를 기록하는 장치:

• 액세스 모듈 컨트롤러
• 드라이브 컨트롤러
• 드라이브 스위치
• 레일 컨트롤러
• 로봇 컨트롤러
• 루트 스위치

팬 측정값

• Performance - 측정된 팬 속도와 예상 속도를 비교한 값에 기반한 팬 상태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실제 속도는 예상 속도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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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 측정된 속도가 예상 속도의 15% 이내입니다.
◦ MARGINAL — 측정된 속도가 예상 속도의 15%에서 20% 사이입니다.
◦ POOR — 측정된 속도가 예상 속도에서 20% 이상 벗어납니다.
◦ UNSTABLE — 팬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 NO_READING — 측정 시 팬 성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Speed - 측정 시 실제 팬 속도(RPM)입니다.

팬 측정값을 기록하는 장치:

• 드라이브 컨트롤러(드라이브 유형에 따라 팬 3개 이하)
• 팬 조립품(팬 4개)

온도 측정값

• Temperature - 측정 시점의 온도(섭씨)입니다.

온도를 기록하는 장치:

• 라이브러리 컨트롤러(센서 2개)
• 로봇 컨트롤러(센서 2개)
• 드라이브 컨트롤러
• 루트 스위치(센서 2개)
• 드라이브 스위치
• 액세스 모듈 컨트롤러
• DC 변환기(센서 2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장치 제어 상태 설정
호스트는 오프라인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제거하기 전에 장치를 오프
라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Hardware를 누릅니다. 장치 트리에서 장치를 찾습니다.
2. 장치를 선택한 다음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

에서 Control State를 선택하고 Go Online 또는 Go Offline을 누릅니다.

주:

일부 장치(예: 드라이브 및 로봇)는 오프라인으로 설정되기 전에 진행 중인 작업을 완료합니다. 이
경우 GUI는 장치에 대해 "오프라인 보류 중"을 표시합니다.

제어 상태와 위치 상태의 차이

제어 상태는 장치의 현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위치 상태(Bring Online
또는 Keep Offline)는 새 장치가 삽입되거나 라이브러리 전원이 켜질 때 라이브러리가 해당
슬롯의 장치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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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라이브러리 설정
호스트는 오프라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라이브러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면
호스트 작동이 중단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호스트 작동을 중지
해야 합니다.

1. GUI의 오른쪽 맨 위에 있는 Online 또는 Offline을 누릅니다.
2. 라이브러리 상태를 변경합니다.

주:

라이브러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때 진행 중인 작업이 있을 경우 라이브러리는 작업이 완료될 때
까지 "오프라인 설정 중" 상태로 유지된 후 "오프라인"으로 전환됩니다.

라이브러리 끄기
주:

라이브러리 전원을 차단하면 모든 호스트 작업이 중단됩니다. 다음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라이브러리 전
원을 차단하면 장비와 테이프가 손상되고 데이터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1. 호스트 작동을 중지합니다. 모든 라이브러리 요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라이브러
리 요청, 작업 및 리소스 보기” 참조).

2. GUI의 왼쪽 위에 있는 전원 버튼 을 누릅니다.
3. Power Down Library를 선택합니다.
4. 선택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켤 때 "Bypass audit" 또는 "Probe for configuration" 설정을

선택합니다. 해당 옵션에 대한 설명은 “라이브러리 설정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주:

모듈, 드라이브 배열 또는 CAP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Probe for configuration changes"를
선택해야 합니다.

5. Power Down을 누릅니다. 전원 차단 시퀀스가 완료되면 라이브러리 운영자 패널이 꺼
집니다.

6. 기본 모듈 및 드라이브 모듈(있을 경우)의 후면 도어를 엽니다.
7. 각 PDU의 차단기를 끕니다.

라이브러리 켜기
라이브러리를 켜면 초기화 시퀀스가 시작됩니다. 라이브러리가 꺼진 상태에서 액세스 도어
를 여는 사람이 있으면 라이브러리 설정에서 감사 건너뛰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라이브러
리가 전체 감사를 수행합니다(“라이브러리 설정 옵션” 참조).

11장. 라이브러리 작동 및 관리 · 131



라이브러리 다시 시작 또는 라이브러리 OS 재부트

1. 기본 모듈 및 드라이브 모듈(있을 경우)의 전면 도어를 엽니다.
2. 각 PDU의 차단기를 켭니다.
3. 필요한 경우 기본 모듈 위쪽의 레일 컨트롤러 모듈을 켭니다.

주:

PDU 및 레일 컨트롤러 차단기는 원하는 순서대로 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차단기를 켠 후 2
분 이내에 모든 차단기를 켜야 합니다.

1. 레일 컨트롤러 모듈

라이브러리 다시 시작 또는 라이브러리 OS 재부트
• Restart the Library — 라이브러리 컨트롤러를 완전히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 Reboot Library OS — 운영체제만 다시 시작하고 모든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완전히 다

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작업 시간이 단축됩니다.

어떤 옵션도 라이브러리 전원을 껐다 켜지 않습니다. 전원을 껐다 켜려면 수동으로 PDU 스
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1. GUI의 왼쪽 위에 있는 전원 버튼 을 누릅니다.
2. Restart Library 또는 Reboot Library OS를 선택합니다.

주:

감사를 건너뛰면 라이브러리의 컨텐츠가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이브러리가 초기화 시 감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3. Restart를 누릅니다.
4. GUI에서 로그아웃되면 라이브러리 초기화가 끝난 후 다시 로그인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라이브러리 전체 또는 일부 감사
감사는 셀 컨텐츠를 확인하고 볼륨 ID(volser), 현재 위치 및 각 테이프에 대해 확인된 상태가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전면 액세스 도어(CAP로 사용
되는 경우 액세스 모듈 도어 제외)가 닫힌 후 또는 라이브러리가 초기화된 후 라이브러리는
자동으로 전체 라이브러리 감사를 수행합니다(“라이브러리 설정 옵션”에서 감사 건너뛰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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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ells/Tapes를 누릅니다.
2.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Audit를 선택합

니다.
3. 시작 및 종료 주소를 선택합니다. 감사할 셀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체 라이브러리 감사를 실행하려면 다음 값을 선택합니다.
• Starting Address

◦ Column: 사용 가능한 가장 작은 값(대부분 음수 값일 수 있음)
◦ Side: Back
◦ Row: 1

• Ending Address
◦ Column: 사용 가능한 가장 큰 양수 값
◦ Side: Front
◦ Row: 52

• Cell Types: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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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장. 통지 구성 - 전자메일, SNMP, SCI 또는 ASR

라이브러리는 특정 라이브러리 이벤트가 발생할 때 외부 대상으로 통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
다. 라이브러리는 네 가지 대상 유형 즉, 아웃바운드 SCI(StorageTek 라이브러리 제어 인터
페이스),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전자메일 및 ASR(자동 서비스
요청)을 지원합니다. 각 대상 유형에는 특정 프로토콜이 사용되며 대상 유형별 정보(예: IP
주소, 전자메일 주소 및 자격 증명)가 필요합니다.

목차

• 경보 이벤트 범주
• 라이브러리 이벤트 목록 보기
• 전자메일 통지 구성
• SNMP 통지 구성
• 아웃바운드 SCI 통지 구성
• ASR 통지를 수신할 SDP2 서버 추가
• ASR 통지 작업 내역 보기
• 테스트 이벤트 경보 만들기

경보 이벤트 범주
라이브러리 이벤트는 범주별로 그룹화됩니다. 각 통지 대상 유형을 구성할 때 해당 경보 이벤
트 범주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발생 시 라이브러리는 해당 이벤트 범주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모든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x는 대상 유형이 이벤트 범주를 지원함
을 나타냅니다.

이벤트 범주 포함되는 이벤트 전자메
일

SNMP SCI ASR

Fault 결함 감지 x x x x
Cartridge
_movement

스토리지 셀 간 테이프 이동, 테이프 마운트, 테이프 마운트 해
제

x - x -

Media
_validation

매체 검증 분할 영역 수정, 검증 데이터 통지(매체 검증 시작 1
분 후 전송된 다음 10분마다 전송됨)

x - x -

Device 장치 상태 변경, 장치 제거, 장치 고장 및 장치 결함 감지 x x x x
Door 도어 열림, 도어 닫힘 및 감사 완료 x x x -
Cap CAP 소유권 대체, CAP 열기 준비, CAP 열림, CAP 닫힘 및

감사 완료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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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이벤트 목록 보기

이벤트 범주 포함되는 이벤트 전자메
일

SNMP SCI ASR

Partition 분할 영역 변경. 일반적으로 분할 변경사항은 2개 이상의 분할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할 영역을 변경하는 명령이 분할 영
역 간에 셀 및 드라이브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x - x -

Cleaning
_required

드라이브에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 필요. 라이브러리 자동
청소가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라이브러리에서 이 호출을 전송
하지 않습니다.

x - x -

Library 라이브러리 또는 레일 상태 변경, 용량 변경, 라이브러리 감사
완료 및 손실된 카트리지 발견

x x x x

Heartbeat 하트비트 중지 - - x x
Test 라이브러리에서 테스트 통지 전송(“테스트 이벤트 경보 만들기”

참조)
x x x x

라이브러리 이벤트 목록 보기
라이브러리에 대해 발생한 이벤트 및 발생 시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Activity를 누릅니다.
2. Events 탭을 누릅니다.

참조

• “경보 이벤트 범주”

전자메일 통지 구성
• SMTP 서버 구성
• 전자메일 수신자 구성
• 전자메일 통지 테스트

SMTP 서버 구성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Notifications를 누릅니다.
2. Email 탭에서 Configure 를 누릅니다.
3. SMTP 정보를 입력합니다.

• Enabled - 라이브러리에 대한 모든 전자메일 작업(암호 복구 전자메일 포함)을 전체
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SMTP Host Address - 전자메일 서버 호스트 주소를 입력합니다.
• From Name 및 From Email Address - 전자메일 클라이언트의 "보낸 사람" 필드에

표시될 정보입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값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STK_Alert_YourLibraryName
◦ 전자메일 주소: STK_Alert@YourLibrar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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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통지 구성

주:

스팸 필터를 사용 중인 수신자는 필터로 인해 전자메일이 차단되지 않도록 라이브러리 전자메일
주소에 허용 목록을 설정해야 합니다.

• SMTP Protocol - TCP는 개방형이며 인증되지 않습니다. SSL 및 TLS는 보안되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요구합니다.

4. SMTP 설정을 변경한 후에는 수신자를 추가하고(아래의 "전자메일 통지 구성" 참조) 테
스트 전자메일을 전송해야 합니다(“전자메일 통지 테스트” 참조).

전자메일 수신자 구성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Notification을 누릅니다.
2. Email 탭을 누릅니다.
3. Add 를 누르거나 수신자를 선택한 다음 Modify  또는 Delete 를 누릅니다.

• Locale - 통지 언어를 설정합니다.
• Alerting Event Types - 라이브러리가 전송해야 할 통지 범주입니다(“경보 이벤

트 범주” 참조). 관리자 전자메일의 경우 "Test" 이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면
Notifications Test 탭을 통해 "Test Notification"을 트리거할 때(“테스트 이벤트 경보
만들기” 참조) 관리자에게 전자메일이 전송됩니다.

전자메일 통지 테스트

전자메일 통지가 제대로 정의되었는지 검증할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구성
된 SMTP 서버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 Email 탭을 누르고 목록에서 수신자를 선택합니다.
2. Test 를 누르고 테스트를 확인합니다.
3. SMTP 서버가 올바르게 설정된 경우 "Message accepted for delivery"가 표시됩니다.

시도 시간이 초과되거나 시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SMTP 구성과 관련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문제 해결 후 테스트를 재시도하십시오. 라이브러리가 전자메일
서버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전자메일 서버에 대해 핑을 실행해 보십시오.

SNMP 통지 구성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는 UDP/IP(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를 사용하여 이더넷을 통해 네트워크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
계층 프로토콜입니다. 클라이언트는 SNMP를 통해 라이브러리에서 정보(구성, 작동, 통계)
를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클라이언트에 잠재적 문제를 알릴 수 있습니
다.

• SNMP 사용자 구성
• SNMP 트랩 수신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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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통지 구성

• SNMP 수신자 테스트

SNMP 사용자 구성
SNMP 관리자가 라이브러리에 대해 GET 요청을 수행하면 SNMP 사용자를 정의해야 합니
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Notification을 누릅니다.
2. SNMP Users 탭을 누릅니다.
3. Add 를 누르거나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Modify  또는 Delete 를 누릅니다.

• Authentication Protocol - 최상의 보안을 원하면 SHA를 선택하고, MD5를 사용하
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필요하면 MD5를 선택합니다.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 Privacy Protocol - NONE, AES 또는 DES를 선택합니다. 최상의 보안을 원하
면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선택하고, DES(Data Encryption
Standard)를 사용하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필요하면 DES를 선택합니다. AES 또는
DES에 대한 프라이버시 암호를 입력합니다.

SNMP 트랩 수신자 구성
SNMP 트랩 수신자는 라이브러리에서 SNMP 에이전트가 전송한 트랩 통지를 수신하도록
지정된 네트워크 관리 스테이션입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Notification을 누릅니다.
2. SNMP Trap Recipients 탭을 누릅니다.
3. Add 를 누르거나 수신자를 선택한 다음 Modify  또는 Delete 를 누릅니다.

• Host address - 트랩을 수신할 관리 호스트의 IP 주소입니다.
• Alerting Event Types - 라이브러리가 전송해야 할 통지 범주입니다(“경보 이벤트

범주” 참조). 구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각 수신자에 대해 "Test" 이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SNMP 수신자 테스트”를 참조하십시오.

• Authentication Protocol - 최상의 보안을 원하면 SHA를 선택하고, MD5를 사용하
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필요하면 MD5를 선택합니다. 인증 암호를 입력합니다.

• Privacy Protocol - NONE, AES 또는 DES를 선택합니다. 최상의 보안을 원하
면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선택하고, DES(Data Encryption
Standard)를 사용하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필요하면 DES를 선택합니다. AES 또는
DES에 대한 프라이버시 암호를 입력합니다.

• Engine ID - 대부분의 경우 기본값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값을 대체하려면 0x로
시작하고 제로(0) 또는 식스틴(F)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16진수 값을 입력합니다.

SNMP 수신자 테스트
SNMP 수신자가 제대로 정의되었는지 검증할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수신
자에게 테스트 트랩(레벨 13)을 전송합니다.

1. 대상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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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바운드 SCI 통지 구성

2. Test 를 누르고 테스트를 확인합니다.

MIB 파일 다운로드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는 관리 대상 장치(라이브러리)의 특성을 정의하는
OID(객체 식별자)를 포함하는 ASCII 텍스트 파일입니다. 관리자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리
대상 장치가 트랩을 생성하면 MIB는 숫자 문자열을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변환하여 메시지
안의 각 데이터 객체를 식별합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Notification을 누릅니다.
2. SNMP Users 탭을 누릅니다.
3. Download MIB File 을 누릅니다.

아웃바운드 SCI 통지 구성
아웃바운드 SCI(StorageTek 라이브러리 제어 인터페이스) 메시지는 리스너로 등록된 클라
이언트에 전송됩니다. 아웃바운드 SCI 메시지 전송은 SNMP 트랩 전송과 유사합니다.

아웃바운드 SCI 전송 라이브러리 구성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Notifications를 누릅니다.
2. SCI 탭을 누릅니다.
3. Add 를 누르거나 대상을 선택한 다음 Modify  또는 Delete 를 누릅니다.

• Username 및 password - 클라이언트의 보안 정책에 따라 선택사항입니다.
• IP address, port number 및 URL - 클라이언트 정보를 입력합니다.
• Retention Time Limit - 대상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라이브러리가 아웃바운드 메시

지를 저장할 시간(시)입니다. 라이브러리는 주기적으로 보류 중인 메시지를 대상에 전
송하려고 시도합니다. 보존 시간 제한 내에 전송할 수 없는 보류 중인 메시지는 모두
삭제합니다.

• Alerting Event Types - 라이브러리가 전송해야 할 통지 범주입니다(“경보 이벤트
범주” 참조). SCI 대상 구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Test" 이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SCI 통지 수신 대상 구성

최소한 라이브러리 연결에 SSL/TSL을 사용하도록 대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에
서 대상을 구성할 때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추가한 경우 메시지의 SOAP 헤더에 사용자 이
름/암호 토큰으로 자격 증명이 전송됩니다.

WSDL 인터페이스 구현

라이브러리는 WSDL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아웃바운드 SCI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라이브러리가 성공적으로 아웃바운드 SCI를 호출할 수 있도록 대상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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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 통지를 수신할 SDP2 서버 추가

다음에서 WSDL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hostname>:<port>/OutboundWebService/

• <hostname>은 DNS에 있는 라이브러리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 <port>는 라이브러리에 대해 구성된 포트입니다. 기본 포트 번호는 80입니다.

개발자는 호출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즉시 호출을 반환하여 해당 호출이 빨리 반
환되도록 아웃바운드 SCI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호출이
반환될 때까지 데이터 처리를 대기해야 합니다.

SCI 대상 테스트

SCI 대상이 제대로 정의되었는지 검증할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대상에
"test" 이벤트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 대상을 선택합니다.
2. Test 를 누르고 테스트를 확인합니다.

ASR 통지를 수신할 SDP2 서버 추가
로컬 SDP2(Service Delivery Platform 2) 서버를 사용 중인 경우 라이브러리는 Oracle에
ASR(자동 서비스 요청)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DP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SR 대상 추가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Notifications를 누릅니다.
2. ASR 탭을 누릅니다.
3. Configure 를 누릅니다.
4. Enabled를 선택합니다. SDP2 서버 정보를 입력합니다. SDP2와의 통신에 사용할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다음 Ok를 누릅니다.

ASR 대상 등록

1. Register and Test ASR Destination 을 눌러 클라이언트 등록을 시작합니다. 라이
브러리가 자동으로 클라이언트 식별자를 채웁니다.

2. ASR 등록을 완료하려면 SDP2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SR 통지 작업 내역 보기
라이브러리가 전송한 ASR 통지 및 전송 시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Notifications를 누릅니다.
2. Notification History 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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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이벤트 경보 만들기

테스트 이벤트 경보 만들기
구성된 통지 대상을 모두 확인할 테스트 이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만들면 "test"
이벤트 유형을 수신하도록 구성된 대상(전자메일, SNMP, SCI 또는 ASR)에만 통지됩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Notifications를 누릅니다.
2. Test 탭을 누릅니다.
3. Test Notifications를 누릅니다.

12장. 통지 구성 - 전자메일, SNMP, SCI 또는 ASR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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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장. 매체 검증

MV(매체 검증) 기능을 사용하여 T10000 카트리지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매체 검증 분할 영역(풀)에서 드라이브 추가 또는 제거
• T10000 테이프 검증(매체 검증)

참조

• 9장. 라이브러리 분할
• 7장. 테이프 카트리지 관리
• 6장. 드라이브 관리

매체 검증 분할 영역(풀)에서 드라이브 추가 또는 제거
MV(매체 검증)를 사용하려면 T10000C 또는 D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특수한 매체 검증 분할
영역에 전용 드라이브를 지정해야 합니다. 분할 영역에는 스토리지 셀이 아닌 드라이브만 포
함될 수 있습니다. 호스트는 MV 분할 영역 내 드라이브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는 다른 분할 영역 또는 MV 풀의 개별 드라이브에 대한 자동 청소 상태에 관계없이 MV 드라
이브를 자동으로 청소합니다.

주:

MV 분할 영역에서 드라이브를 추가 또는 제거하면 영향을 받는 분할 영역이 일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설정됩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Partitioning을 누릅니다.
2. Assign Cells 를 누릅니다.
3. 드라이브 추가 — 첫번째 드롭다운 목록에서 드라이브를 이동할 소스 분할 영역을 선택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분할하지 않은 경우 DefaultPartition을 선택합니다. 두번째 드롭
다운 목록에서 Media Validation을 선택합니다.

드라이브 제거 — 첫번째 드롭다운 목록에서 Media Validation을 선택합니다. 두번째
드롭다운 목록에서 드라이브를 이동할 대상 분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4.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모듈을 누릅니다. 모듈 아래의 녹색 화살표 는 현재 선택된 모듈
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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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000 테이프 검증(매체 검증)

5. Select Cells By 방법을 선택합니다. 설명은 “분할 선택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6. 추가/제거할 T10000C/D 드라이브 또는 빈 드라이브 베이를 누릅니다. 지원되지 않는 드

라이브를 추가할 수 있지만 해당 드라이브는 매체 검증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팁:

드라이브를 가리키면 드라이브 유형이 표시됩니다.

셀 맵에서 매체 검증 드라이브 베이는 MV 로 표시됩니다.
7. Next를 누른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참조

• “T10000 테이프 검증(매체 검증)”

T10000 테이프 검증(매체 검증)
MV(매체 검증) 기능을 통해 스토리지 셀에 포함된 T10000 테이프의 무결성을 평가할 수 있
습니다. 매체 검증을 사용하려면 매체 검증 분할 영역에 T10000C 또는 D 드라이브를 지정
해야 합니다(“매체 검증 분할 영역(풀)에서 드라이브 추가 또는 제거” 참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ells/Tapes를 누른 다음 Tapes 탭을 누릅니다.
2. 테이프 테이블에서 T10000 T1 또는 T2 테이프를 선택합니다.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Media Validation을 선택합니다.

주:

시스템 셀이 아닌 스토리지 셀의 테이프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셀의 테이프에 대해 매체 검
증을 실행하려면 먼저 스토리지 셀로 테이프를 이동해야 합니다.

3. 검증 유형을 선택합니다(아래의 "매체 검증 유형" 참조).
4.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매체 쓰기에 사용된 드라이브보다 레벨이 높거나 같은 드라이브

의 매체를 검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체 쓰기에 T10000C 드라이브가 사용된 경우
C 또는 D 드라이브의 매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단, 매체 쓰기에 D 드라이브가 사용된
경우 매체 검증에 D 드라이브만 사용합니다.

드롭다운에는 현재 매체 검증 분할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T10000C 또는 D 드라이브가
표시됩니다. 드라이브를 추가하려면 “매체 검증 분할 영역(풀)에서 드라이브 추가 또는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매체 검증 유형
유형 설명 시작 위치 테이프별 대략적 기간

Basic
Verify

마운트 후 마운트 해제를 수행하여 MIR(Media
Information Record)을 읽을 수 없거나 MIR이 동기화
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빈 테이프에 유효한 유일한
테스트입니다.

해당 사항 없음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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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000 테이프 검증(매체 검증)

유형 설명 시작 위치 테이프별 대략적 기간

Standard
Verify

다음을 확인합니다.

- 테이프 시작 부분부터 레코드 1000개(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매체 영역)

- EOD(데이터 끝)

- 가장자리 확인을 위해 상단 및 하단 밴드의 가장 바깥
쪽에 있는 랩

레코드는 압축 해제되거나 해독되지 않습니다.

BOT(테이프 시작
부분)

사용된 데이터 및 압축
비율에 관계없이 최대
30분

Rebuild
MIR

MIR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구성합니다. 레코드
는 압축 해제되거나 해독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드라이브는 MIR에서 마지막으로 확인
된 유효한 위치부터 테이프 속도로 데이터 읽기를 시작
합니다.

MIR이 잘못되었거나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 드라이브는
BOT부터 읽기를 시작하여 MIR을 다시 구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MIR에서 마지막
으로 확인된 유효
한 위치

또는 MIR을 다시
구성할 테이프 시
작 부분

T10000C — 최대 5시
간

T10000D — 최대 9시
간

Complete
Verify

테이프의 모든 데이터 레코드를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
니다. 테이프 속도로 데이터를 읽습니다. 레코드는 압축
해제되거나 해독되지 않습니다.

테이프 시작 부분 T10000C — 최대 6시
간

T10000D — 최대 9시
간

Complete
Verify Plus

테이프의 모든 레코드를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DIV(데이터 무결성 검증)를 확인합니다. 레코드에 호스
트가 추가한 CRC(Cyclic Redundancy Check) 코드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가 압축 해제되고 해독됩니다.

드라이브는 암호화가 가능해야 하며 Oracle Key
Manager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FICON 드라이브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테이프 시작 부분 T10000C — 2.5:1 미
만의 압축 비율에서 6
시간

T10000D — 3:1 미만
의 압축 비율에서 9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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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로깅

목차
• 로깅 개요
• 시스템 보고서 보기
• 결함 보고서 보기
• 라이브러리 로그 보기 또는 다운로드
• 이전에 존재하던 로그 메시지 또는 지원 번들이 사라짐

참조
• “지원 번들 만들기, 다운로드 또는 삭제”
• “장치에 대한 로깅 레벨 수정”

로깅 개요
시스템 보고서란?
작업 및 지능형 장치(내장 프로세서 사용)는 잠재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 보고서
를 생성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시스템 보고서의 정보를 평가한 후 문제 복구를 시도합니
다. 라이브러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결함 보고서, 지원 번들 및 통지(전자메일,
SNMP, 아웃바운드 SCI 또는 ASR)를 만듭니다.

작업 또는 장치가 시스템 보고서를 생성하면 라이브러리는 복구를 시도합니다. 라이브러
리는 복구 작업을 시작하거나 결함 처리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복구 작업은 다음과 같
습니다.
• 하나 이상의 진단 테스트 수행
• 의심되는 FRU 목록 생성 및 고장난 장치를 나타내는 최종 시스템 보고서 만들기(고장

난 FRU가 식별된 경우)
• 진단 상태 기록
결함 보고서란?
라이브러리가 시스템 보고서에 표시된 문제를 복구할 수 없을 경우 결함 보고서를 생성
합니다. 보고서에는 결함이 발생한 장치 및 로그 정보가 나열됩니다. 또한 결함은 지원
번들 및 통지(전자메일, SNMP, 아웃바운드 SCI, ASR)를 생성합니다.
지원 번들이란?
지원 번들에는 Oracle 서비스 직원이 결함 진단에 사용하는 암호화된 로그 파일 및 데이
터베이스 정보가 포함됩니다. 라이브러리는 결함 감지 시 자동으로 지원 번들을 생성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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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고서 보기

결함 예

이 예에서는 외부 클라이언트(예: GUI)가 요청을 만듭니다. 해당 요청은 상위 작업을 만들고
상위 작업은 하위 작업을 만듭니다. 하위 작업은 문제 발생 시 시스템 보고서에 대한 요청을
제출합니다. 시스템 보고서가 복구 작업을 생성합니다. 복구 작업이 실패하면 결함 보고서를
만드는 결함 이벤트 작업을 만듭니다. 그러면 결함에 대한 지원 번들이 생성되고 결함 이벤트
범주(“경보 이벤트 범주” 참조)를 수신하도록 등록된 대상으로 통지가 전송됩니다.

초기 요청은 "Source Request"이며 문제가 발생한 하위 작업이 "Source Job"입니다. 하
위 작업이 제출한 시스템 보고서 만들기 요청이 "Created Request"입니다. 복구 작업이
"Created Job"입니다. 라이브러리가 요청 완료를 위해 수행한 작업에 따라 요청 세부정보에
출력 메시지 및 로그 메시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

• “결함 보고서 보기”
• “시스템 보고서 보기”
• “라이브러리 요청, 작업 및 리소스 보기”
• “지원 번들 만들기, 다운로드 또는 삭제”
• 12장. 통지 구성 - 전자메일, SNMP, SCI 또는 ASR

시스템 보고서 보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Reports를 누릅니다.
2. System Reports 탭을 누릅니다.
3. 테이블에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을 사용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합니다.
• Source Request Details — 문제가 있는 작업을 생성한 요청에 대한 정보입니다.

문제가 요청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경우(예: 갑작스런 장치 고장) 소스 요청 또는 소
스 작업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Source Job Details — 문제가 발생한 작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 Created Request Details — 문제가 있는 작업 또는 지능형 장치가 만든 시스템 보

고서 생성 요청에 대한 정보입니다. 모든 시스템 보고서에는 Created Request ID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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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보고서 보기

• Created Job Details — 어떤 경우에는 시스템 보고서 생성으로 인해 문제 복구 작
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Created Job Details에는 시스템 보고서로 인해 생성된
작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일부 Request Details 페이지에는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는 추가 탭이 포함됩니다.
• Output Messages - 라이브러리가 요청을 처리하여 생성된 요청 메시지 목록입니

다.
• Log Messages - (선택된 역할만) 요청을 참조하는 로그 메시지입니다.

참조

• “로깅 개요”

결함 보고서 보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Reports를 누릅니다.
2. Fault Reports 탭을 누릅니다.
3. 테이블에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을 사용하여 등록 정보를 보거나 해당하는 시스템 보고서 등록 정보를 보
거나 검토됨으로 표시하거나 해당하는 지원 번들을 다운로드합니다.

참조

• “로깅 개요”

라이브러리 로그 보기 또는 다운로드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Service를 누릅니다.
2. Library Logs 탭을 누릅니다.
3. 로그에 대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선택합니다. 특정 이벤트에 대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검색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선택사항). View Log를 누릅니다.

주: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의 로그를 표시하면 보기가 잘릴 수 있으며 채우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
니다. GUI 뷰어에서 로그가 잘린 경우 전체 기간을 확인하려면 로그를 다운로드하십시오.

4. 선택적으로 Download Log를 눌러 외부 응응 프로그램에서 로그를 저장 또는 확인합니
다. Download All Logs를 눌러 오라클 고객지원센터로 전송할 수 있는 모든 로그 파일
의 암호화된 ZIP을 만듭니다.

로그 분석

로그에는 문제 해결에 사용 가능한 진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로그 분석
방법은 로그를 다운로드하여 검색 가능한 텍스트 뷰어에서 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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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존재하던 로그 메시지 또는 지원 번들이 사라짐

GUI의 시스템 보고서나 결함 보고서, 작업 페이지에서 문제와 관련된 날짜/시간 및
deviceId, jobId 또는 requestId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ID에 대한 로그를 검
색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 레일이 작동하지 않으며 레일의 deviceId가 38인 것으로
GUI에 표시되면 "deviceId: 38"을 검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장치와 관련된 로그
항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존재하던 로그 메시지 또는 지원 번들이 사라짐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스토리지 공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브러리는 최대 500MB의
진단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오래된 로그를 교체합니다(덮어씀). 로그 교체로 인해 일부 요
청 및 작업 세부정보가 더 이상 Log Messages 탭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로 라이브러리는 최신 지원 번들을 10개만 보관하고, 새 지원 번들이 만들어질 때 가장 오래
된 지원 번들을 제거합니다. 이벤트 후 최대한 빨리 로그 정보 또는 지원 번들을 복사하거나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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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라이브러리 로그 보기 또는 다운로드”
• “서비스 사용자 추가”

서비스 사용자로 로그인
서비스 사용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즉, 라이브러리가 결함을 감지한 후
자동으로 서비스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관리자가 수동으로 서비스 사용자를 만듭니다.

라이브러리가 결함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Service" 역할을 보유하는 사용자를 만들고(부
록 A. 사용자 역할 참조) 서비스 역할 키 파일을 포함하는 암호화된 지원 번들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결함을 해결하는 데 72시간이 넘게 걸리거나 보다 높은 레벨의 서비스 역할이 필요할
경우 라이브러리 관리자가 서비스 사용자를 만든 다음 Oracle에 키 파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사용자 추가” 참조). 그러면 Oracle 서비스 직원이 서비스 사용자 ID 및 암호를 제
공하는 키 파일을 해독합니다. 절차는 SL4000 Installation and Service Guide를 참조하십
시오. 만들어진 모든 서비스 사용자는 72시간 후 자동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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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테스트 실행

진단 테스트 실행
진단 테스트는 라이브러리 또는 구성요소와 관련된 문제를 식별하고 설치를 확인하는 데 유
용합니다. 일반적으로 Oracle 서비스 직원이 진단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중요:

한 번에 하나씩 테이프를 이동하는 진단 테스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돌로 인해 테스트가
하나 또는 둘 다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Diagnostics를 누릅니다.
2. 실행할 진단 테스트가 중단형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단형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호스트 작동을 중지하고 라이브러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으로 라이브러리 설정” 참조).

3. 목록에서 진단 테스트를 선택한 다음 Run 을 누릅니다.

주:

실행이 비활성화된 경우( )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라이브러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야 합니
다.

4. 테스트에 대한 값을 입력하고(아래의 “진단 테스트 설명” 참조) Ok를 누릅니다.
5. 테스트 진행 상황을 보려면 Diagnostics Results 탭을 누릅니다.

테스트 세부정보를 보려면 목록에서 진단을 선택한 다음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
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Request Details를 선택합니다. Output
Messages 탭을 누릅니다.

진단 테스트 설명
일부 진단 테스트의 경우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GUI에서 매개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음 목록에서 필요한 GUI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lCaps(중단형 테스트)
적격한 모든 CAP를 열었다 닫습니다. CAP가 적격하려면 비어 있고 닫혀 있어야 합니
다. 이 테스트는 열려 있거나 열리거나 닫히는 중이거나 카트리지를 포함하는 CAP를 건
너뜁니다. 이 테스트는 iterationCount 또는 timeLimit에 도달할 때(먼저 해당되는 시기)
종료됩니다. 이 테스트는 액세스 모듈 도어를 물리적으로 열지 않습니다. 진단 기간 동안
이 테스트는 기존 CAP 소유권을 덮어씁니다. 이 진단이 완료되면 라이브러리가 이전 소
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합니다.
• stopOnError(확인란) - 선택할 경우 오류 발생 시 진단 테스트가 중지됩니다. 선택하

지 않을 경우 테스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iterationCount 또는 timeLimit에 도달할 때
까지 테스트가 계속됩니다.

• iterationCount - 수행할 반복 횟수입니다. 1회 반복을 통해 적격한 각 CAP가 열렸
다 닫힙니다.

• timeLimit - 테스트에 대한 총 시간 제한입니다. 반복당 회전식 CAP별로 약 100초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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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rives(중단형 테스트)
라이브러리 내 적격한 각 드라이브에 대해 진단 테이프를 마운트한 후 마운트 해제합니
다. 드라이브가 적격하려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테이프를 포함하는 드라이
브 또는 비어 있지만 라이브러리에 호환되는 진단 카트리지가 없는 드라이브를 모두 건
너뜁니다. 이 테스트는 iterationCount 또는 timeLimit에 도달할 때(먼저 해당되는 시기)
종료됩니다.
• stopOnError(확인란) - 선택할 경우 오류 발생 시 진단 테스트가 중지됩니다. 선택하

지 않을 경우 테스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iterationCount 또는 timeLimit에 도달할 때
까지 테스트가 계속됩니다.

• iterationCount - 수행할 반복 횟수입니다. 각 반복을 통해 개별 드라이브의 진단 테
이프가 마운트 후 마운트 해제됩니다.

• timeLimit - 테스트에 대한 총 시간 제한입니다. 반복당 드라이브별로 약 25초가 허용
됩니다.

allLeds
모든 장치에서 지원되는 전체 LED를 holdTime에 대해 desiredLedState로 설정합니
다. 일부 LED는 상태를 즉시 변경하지 않으므로 모든 장치 LED가 상태를 변경할 수 있
도록 충분히 긴 holdTime(예: 300초)을 선택하십시오.
• desiredLedState - 적합한 LED 테스트 상태(LIT, UNLIT, SLOWBLINK,

FASTBLINK)입니다.
• holdTime -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전 LED가 desiredLedState로 유지되는 기간

(초)입니다.
cellCalibration
카트리지 배열 또는 드라이브에 맞게 로봇을 보정합니다. 카트리지 배열의 경우 배열의
셀에 대해 셀 ID를 지정하십시오.
• deviceId - 보정할 로봇의 ID입니다(“로봇 ID 확인” 참조).
• cellId - 보정에 사용할 카트리지 배열의 셀 ID 또는 드라이브의 셀 ID입니다(“셀 ID 확

인” 참조).
• isHandFull(확인란) - 선택할 경우 보정을 수행하기 전에 로봇이 테이프를 선택합니

다. 이로 인해 해당 진단이 실행되는 동안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에 테이프가 필요
한 경우 정상 작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진단이 완료되면 로봇이 테이프를 원래 셀로
되돌립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테스트에 대해 로봇손이 비어 있습니다.

• fetchOrPutCellId - isHandFull이 선택된 경우 이 매개변수는 사용할 테이프를 포함
하는 셀 ID입니다. isHandFull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이 매개변수가 무시됩니다(“셀
ID 확인” 참조).

customerAcceptance(중단형 테스트)

중요:

전체 고객 수락 테스트를 수행하려면 라이브러리가 스토리지 셀에 8개 이상의 테이프를 포함해야
합니다.

설치 후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 일련의 진단 테스트를 실행하여 시스템 적격성을 평가합
니다. 고객 수락 테스트는 다음을 순서대로 수행합니다.
1. 모든 시스템 버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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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장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3. 모든 기능 정보를 확인합니다.
4. 모든 장치에서 지원되는 전체 LED를 holdTime에 대해 desiredLedState로 설정합

니다. 그런 다음 LED를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5. 닫혀 있는 빈 CAP를 모두 열었다 닫습니다.
6. 테이프를 라이브러리의 각 모서리 셀(총 8개) 안 또는 밖으로 이동합니다.
7. 라이브러리에 해당 드라이브 유형에 대해 호환되는 진단 테이프가 있을 경우 모든 드

라이브에서 진단 테이프를 마운트한 후 마운트 해제합니다.
8. 모든 CAP 매거진의 첫번째 셀과 마지막 셀로 시스템 셀의 테이프를 이동합니다.
9. cellMoveType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테이프를 이동합니다.

입력 매개변수:
• stopOnError(확인란) - 선택할 경우 오류 발생 시 진단 테스트가 중지됩니다. 선택하

지 않을 경우 테스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iterationCount 또는 timeLimit에 도달할 때
까지 테스트가 계속됩니다.

• iterationCount - 수행할 반복 횟수입니다. 각 반복을 통해 위의 테스트 6, 7, 8 및 9
가 반복됩니다.

• timeLimit - 테스트에 대한 총 시간 제한(분)입니다.
• holdTime -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전 LED가 깜박이는 기간입니다. 약 4분이 허용

됩니다.
• cellMoveType - 이동 유형 매개변수에 따라 라이브러리가 이동을 수행합니다.

MAGAZINES — 테이프를 라이브러리 내 각 스토리지 배열의 가장 높은 셀과 가장
낮은 셀 안 또는 밖으로 이동합니다.

ALL — 테이프를 라이브러리 내 모든 셀 안 또는 밖으로 이동합니다.

NONE — 이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devices
설치된 모든 장치에 대한 정보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보려면 Diagnostic Results 탭으로 이동합니다. "devices" 테스트를 선택한 다
음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Request
Details를 선택합니다. Output Messages 탭을 누릅니다.
diagnosticMove
셀 쌍 간에 반복적으로 셀-셀 이동을 수행합니다. 이 테스트는 반복 횟수 또는 시간 제한
에 도달할 때(먼저 해당되는 시기) 종료됩니다.
• stopOnError(확인란) - 선택할 경우 오류 발생 시 테스트가 중지됩니다. 선택하지 않

을 경우 테스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iterationCount 또는 timeLimit에 도달할 때까지
테스트가 계속됩니다.

• iterationCount - 수행할 반복 횟수입니다. sourceCellId에서 destinationCellId로
이동한 후 다시 sourceCellId로 이동하는 과정이 1회 반복입니다.

154



진단 테스트 실행

• timeLimit - 진단 테스트에 대한 총 시간 제한입니다. 반복당 약 20-60초가 허용됩니
다.

• suppressNotification(확인란) - 선택할 경우 라이브러리가 진단 중 감지된 오류를
무시합니다. 오류 발생 시 결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 partitionId - 이동에 사용할 분할 영역의 ID입니다(“분할 영역 ID 확인” 참조).
• sourceCellId - 라이브러리가 셀을 선택하도록 'random'을 입력합니다. 또는 지정된

분할 영역 내 테이프를 포함하는 셀 ID를 입력합니다(“셀 ID 확인” 참조).
• destinationCellId - 라이브러리가 셀을 선택하도록 'random'을 입력합니다. 또는 지

정된 분할 영역 내 빈 셀의 셀 ID를 입력합니다(“셀 ID 확인” 참조).
features
활성화 파일을 통해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나열합니다. 현재 활성 상태인
기능을 모두 나열합니다.

정보를 보려면 Diagnostic Results 탭으로 이동합니다. "features" 테스트를 선택한
다음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Request
Details를 선택합니다. Output Messages 탭을 누릅니다.
libraryCalibration
전체 라이브러리에 대해 로봇 보정을 수행합니다.
• deviceId - 보정할 로봇의 ID입니다(“로봇 ID 확인” 참조).
• isHandFull(확인란) - 선택할 경우 보정을 수행하기 전에 로봇이 테이프를 선택합니

다. 이로 인해 해당 진단이 실행되는 동안 이 테이프가 필요한 경우 정상 작동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보정에 대해 로봇손이 비어 있습니다.

• fetchOrPutCellId - isHandFull이 선택된 경우 테이프를 포함하는 셀의 ID를 입력합
니다(진단이 완료될 때 로봇이 테이프를 원래 셀로 되돌림). isHandFull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이 매개변수가 무시됩니다(“셀 ID 확인” 참조).

mountDismountDrives(중단형 테스트)
모든 드라이브를 마운트하거나 마운트 해제합니다. 이 테스트는 다른 테스트용으로 특정
테이프가 모든 드라이브에 포함되어야 할 경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이 테스트를 사용하기 전에 라이브러리 자동 청소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십시오. 이 테스트는 테스
트 시작 시 마운트되는 청소 테이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isOperationMount(확인란) - 선택할 경우 테스트는 테이프를 모든 드라이브에 마운
트합니다. 드라이브가 비어 있을 경우 라이브러리는 드라이브에서 지원되는 가장 높은
매체 세대의 테이프를 마운트합니다. 드라이브에 대해 가장 높은 매체 세대의 테이프
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라이브러리는 일부 드라이브를 빈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이미 점유된 경우(Mounted 또는 Tape Present 상태의 드라이브) 라이브
러리는 테이프를 마운트 해제한 후 드라이브에 다시 마운트합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테스트는 모든 드라이브를 마운트 해제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점유
된 모든 드라이브(Mounted 또는 Tape Present 상태의 드라이브)를 강제로 언로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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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가능한 경우 라이브러리는 드라이브와 동일한 모듈에 있는 셀로 테이프를 이동
합니다.

moveInRange(중단형 테스트)
테이프를 지정된 범위의 각 셀에 넣은 후 밖으로 꺼냅니다. 테스트는 startCellId에서 시
작한 다음 행을 증분합니다. 셀의 열 하단에서 테스트는 면을 증분하고 셀의 새 열에서
첫번째 행부터 시작합니다. 테스트는 열(후면, 전면순으로)을 완료한 후 다음 열로 이동
합니다. endCellId에 도달하면 테스트가 종료됩니다.

스토리지 및 시스템 셀 테스트 시 — 테스트 셀이 비어 있을 경우 라이브러리는 다른 셀
에서 테이프를 선택하여 빈 테스트 셀로 이동한 후 다시 시작 셀로 이동합니다. 테스트
셀이 점유된 경우 라이브러리는 테이프를 제거하여 빈 셀에 넣은 후 다시 테스트 셀에 넣
습니다.

드라이브 셀 테스트 시 — 이 테스트에 적격하려면 드라이브가 비어 있어야 하며 라이브
러리에 호환되는 진단 테이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시스템 셀의 진단 테
이프를 마운트한 후 마운트 해제하여 시스템 셀로 되돌립니다.
• startCellId - 범위 내 첫번째 셀의 ID입니다(“셀 ID 확인” 참조).
• endCellId - 범위 내 마지막 셀의 ID로, 열, 면, 행(차례대로) 기준 정렬에 따라 시작

셀보다 커야 합니다(“셀 ID 확인” 참조).
• stopOnError(확인란) - 선택할 경우 오류 발생 시 테스트가 중지됩니다. 선택하지 않

을 경우 테스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iterationCount 또는 timeLimit에 도달할 때까지
테스트가 계속됩니다.

• timeLimit - 테스트에 대한 총 시간 제한입니다.
moveToAllCells(중단형 테스트)
테이프를 라이브러리 내 모든 시스템, 스토리지 및 드라이브 셀에 넣은 후 밖으로 꺼
냅니다. 이로 인해 하위 moveInRange 진단 테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moveInRange(중단형 테스트)를 참조하십시오.
• stopOnError(확인란) - 선택할 경우 오류 발생 시 이 진단 테스트가 중지됩니다. 선

택하지 않을 경우 timeLimit에 도달하거나 범위 내 모든 셀이 테스트될 때까지 테스트
가 계속됩니다.

• timeLimit - 진단 테스트에 대한 총 시간 제한입니다.
moveToCapMagazines(중단형 테스트)
각 CAP 매거진의 위쪽 셀과 아래쪽 셀 간에 테이프를 이동합니다. CAP 셀이 비어 있을
경우 라이브러리는 다른 셀에서 테이프를 선택하여 CAP 셀로 이동한 후 다시 시작 셀
로 이동합니다. CAP 셀이 점유된 경우 라이브러리는 테이프를 빈 셀로 이동한 후 다시
CAP 셀로 이동합니다. 라이브러리는 가능한 경우 항상 테이프를 원래 셀로 되돌립니다.
테스트가 시간 제한에 도달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inputCapId - 테스트할 CAP의 ID입니다(“CAP ID 확인” 참조).
• stopOnError(확인란) - 선택할 경우 오류 발생 시 테스트가 중지됩니다. 선택하지 않

을 경우 테스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iterationCount 또는 timeLimit에 도달할 때까지
테스트가 계속됩니다.

• iterationCount - 수행할 반복 횟수입니다. 1회 반복을 통해 CAP 매거진 각각의 위
쪽 및 아래쪽 셀이 테스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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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Limit - 테스트에 대한 총 시간 제한입니다.
moveToCorners(중단형 테스트)
테이프를 라이브러리 내 각 모서리 셀에 넣은 후 밖으로 꺼냅니다. 모서리 셀(총 8개)은
라이브러리 각 벽의 첫번째 열과 마지막 열에 있는 위쪽 및 아래쪽 스토리지 셀입니다.
모서리 셀이 비어 있을 경우 라이브러리는 인접한 셀에서 테이프를 선택하여 모서리 셀
로 이동한 후 다시 시작 셀로 이동합니다. 모서리 셀이 점유된 경우 라이브러리는 테이프
를 셀 밖으로 꺼낸 후 다시 셀에 넣습니다. 라이브러리는 가능한 경우 항상 테이프를 원
래 셀로 되돌립니다. 테스트가 시간 제한에 도달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
지입니다.
• stopOnError(확인란) - 선택할 경우 오류 발생 시 테스트가 중지됩니다. 선택하지 않

을 경우 테스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iterationCount 또는 timeLimit에 도달할 때까지
테스트가 계속됩니다.

• iterationCount - 수행할 반복 횟수입니다. 각 모서리 셀에 넣은 후 밖으로 꺼내는 과
정이 1회 반복입니다.

• timeLimit - 테스트에 대한 총 시간 제한입니다.
robotToStorageMagazines(중단형 테스트)
라이브러리 내 각 카트리지 배열의 위쪽 셀과 아래쪽 셀 간에 테이프를 이동합니다. 셀이
비어 있을 경우 라이브러리는 인접한 셀에서 테이프를 선택하여 셀로 이동한 후 다시 시
작 셀로 이동합니다. 셀이 점유된 경우 라이브러리는 테이프를 셀 밖으로 꺼낸 후 다시
셀에 넣습니다. 라이브러리는 가능한 경우 항상 테이프를 원래 셀로 되돌립니다. 테스트
가 시간 제한에 도달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stopOnError(확인란) - 선택할 경우 오류 발생 시 테스트가 중지됩니다. 선택하지 않

을 경우 테스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iterationCount 또는 timeLimit에 도달할 때까지
테스트가 계속됩니다.

• iterationCount - 수행할 반복 횟수입니다. 1회 반복을 통해 라이브러리 내 모든 카트
리지 배열이 테스트됩니다.

• timeLimit - 진단 테스트에 대한 총 시간 제한입니다.
robotCellToCellMove(중단형 테스트)
두 셀 간에 로봇을 이동합니다(테이프를 이동하지 않음). 이 테스트가 실행 중인 동안 지
정된 로봇은 두 셀 간에 이동합니다. 라이브러리에 두번째 로봇이 있을 경우 해당 로봇을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진단이 실행 중인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
다.
• robotId - 이동할 로봇의 ID입니다(“로봇 ID 확인” 참조).
• sourceCellId 및 destinationCellId - 로봇이 이동할 두 셀의 셀 ID입니다. 해당 셀

의 테이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셀 ID 확인” 참조).
• numberOfMoves - 수행할 주기 수입니다. 각 주기는 소스 셀에서 대상 셀로, 다시

대상 셀에서 소스 셀로의 왕복입니다.
robotMove
지정된 셀로 로봇을 이동합니다(테이프를 이동하지 않음). 라이브러리에 두번째 로봇이
있을 경우 해당 로봇을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단, 이 진단이 완료된 후 바로 작동을 재
개합니다.
• deviceId - 이동할 로봇의 ID입니다(“로봇 ID 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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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Id - 대상 셀 ID입니다(“셀 ID 확인” 참조).
robotMoveToLocation(중단형 테스트)
"밀" 단위로 원하는 위치를 지정하여 로봇 메커니즘을 이동합니다. 이 테스트는 주로 제
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의:

이 테스트를 잘못 실행하면 로봇이 다른 로봇 또는 라이브러리 내부 구성요소와 충돌할 수 있습니
다. 이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다른 로봇 및 다른 메커니즘을 옮겨야
합니다.

• deviceId - 이동할 로봇의 ID입니다(“로봇 ID 확인” 참조).
• mechName - 이동할 메커니즘의 이름(TRACK, ZMECH, WRIST, REACH, GRIP)

입니다(“로봇 메커니즘” 참조).
• expectedFinalMilsPosition - 선택된 메커니즘의 최종 밀 위치입니다. 작동 제한 범

위 내 값만 사용하십시오(“로봇 범위 확인” 참조).
robotMoveToTachCount(중단형 테스트)
"회전 속도계 수"로 원하는 위치를 지정하여 로봇 메커니즘을 이동합니다. 이 테스트는
주로 제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의:

이 테스트를 잘못 실행하면 로봇이 다른 로봇 또는 라이브러리 내부 구성요소와 충돌할 수 있습니
다. 이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다른 로봇 및 다른 메커니즘을 옮겨야
합니다.

• deviceId - 이동할 로봇의 ID입니다(“로봇 ID 확인” 참조).
• mechName - 이동할 메커니즘의 이름(TRACK, ZMECH, WRIST, REACH, GRIP)

입니다(“로봇 메커니즘” 참조).
• expectedFinalTachPosition - 선택된 메커니즘의 최종 회전 속도계 위치입니다.

작동 제한 범위 내 값만 사용하십시오(“로봇 범위 확인” 및 “밀-회전 속도계 변환 계수”
참조).

robotSweep(중단형 테스트)
전체 모션 범위를 통해 로봇 메커니즘을 이동합니다.

주의:

이 테스트를 잘못 실행하면 로봇이 다른 로봇 또는 라이브러리 내부 구성요소와 충돌할 수 있습니
다. 이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다른 로봇 및 다른 메커니즘을 옮겨야
합니다.

• deviceId - 이동할 로봇의 ID입니다(“로봇 ID 확인” 참조).
• mechName - 이동할 메커니즘의 이름(TRACK, ZMECH, WRIST, REACH, GRIP)

입니다(“로봇 메커니즘” 참조).
singleCap(지정된 CAP의 경우 중단형)
지정된 CAP를 열었다 닫습니다. 테스트 시작 시 CAP가 닫히고 비어 있어야 합니다. 액
세스 모듈에서 이 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도어가 물리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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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CapId - 테스트할 CAP의 ID입니다(“CAP ID 확인” 참조).
• iterationCount - 수행할 반복 횟수입니다. 1회 반복을 통해 CAP가 열린 후 닫힙니

다.
• timeLimit - 진단 테스트에 대한 총 시간 제한입니다. 반복당 약 100초가 허용됩니다.
singleDrive(지정된 드라이브의 경우 중단형)
지정된 드라이브에 대한 진단 테이프를 마운트한 후 마운트 해제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시스템 셀의 호환되는 진단 테이프를 사용하며 드라이브를 마운트한 후 마운트 해제하고
테이프를 원래 셀로 되돌립니다.
• inputDriveId - 테스트할 드라이브의 ID입니다(“드라이브 ID 확인” 참조).
• stopOnError(확인란) - 선택할 경우 오류 발생 시 테스트가 중지됩니다. 선택하지 않

을 경우 테스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iterationCount 또는 timeLimit에 도달할 때까지
테스트가 계속됩니다.

• iterationCount - 수행할 반복 횟수입니다. 1회 반복을 통해 진단 테이프가 마운트된
후 마운트 해제됩니다.

• timeLimit - 진단 테스트에 대한 총 시간 제한입니다. 반복당 약 25초가 허용됩니다.
singleLed
지정된 시간 동안 장치의 모든 LED를 지정된 상태로 설정합니다. 지정된 기간이 지나면
LED가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 deviceId - 장치의 ID입니다(“장치 ID 확인” 참조).

유효한 장치는 액세스 모듈 컨트롤러, 액세스 모듈 서비스 패널, 기본 모듈 서비스 패
널, CAP,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DC 변환기, 드라이브 컨트롤러, 드라이브 스위치, 팬
조립품, 전원 공급 장치, 레일 컨트롤러, 로봇 컨트롤러, 루트 스위치, 안전 컨트롤러,
안전 도어, 스토리지 카드 및 비디오 카드입니다.

주:

드라이브를 선택하려면 장치 컨트롤러의 deviceId를 사용하십시오.

• desiredLedState - 적합한 LED 테스트 상태(LIT, UNLIT, SLOWBLINK,
FASTBLINK)입니다.

• holdTime -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전 LED가 desiredLedState로 유지되는 기간
(초)입니다.

versions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웹 논리, ADF,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Java, 테이프 드라이브를
제외한 모든 장치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버전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를 보려면 Diagnostic Results 탭으로 이동합니다. "versions" 테스트를 선택한
다음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Request
Details를 선택합니다. Output Messages 탭을 누릅니다.

진단 테스트 값을 찾는 방법

아래의 목록은 GUI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진단 테스트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 명시
합니다(“진단 테스트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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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테스트 실행

셀 ID 확인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ells/Tapes를 누릅니다.
2. Tapes를 선택하여 테이프 카트리지를 찾거나 All Cells 탭에서 빈 셀을 찾습니다. 셀 ID

는 Cell ID 열에 있는 정수 값(예: 666)이며 셀 주소(예: 1,F,1)가 아닙니다.

장치 ID 확인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Hardware를 누릅니다.
2. 장치에 해당하는 탭을 선택합니다.
3. ID 열에 장치 ID가 표시됩니다.

CAP ID 확인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APs를 누릅니다.
2. CAPs 탭을 선택합니다. ID 열에 CAP ID가 표시됩니다.

드라이브 ID 확인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Drives를 누릅니다.
2. Drive ID 열에 드라이브 ID가 표시됩니다.

로봇 ID 확인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Robots를 누릅니다.
2. ID 열에 로봇 ID가 표시됩니다.

분할 영역 ID 확인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Partitioning을 누릅니다.
2. Partitions 탭을 선택합니다. ID 열에 분할 영역 ID가 표시됩니다.

로봇 범위 확인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Robots를 누릅니다.
2. Actions 드롭다운(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Robot

Diagnostics를 선택한 다음 Get Robot Ranges를 선택합니다.

중요:

작동 제한 범위 내의 값만 사용하십시오. 물리적 제한 범위에 속하지만 작동 제한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사용하면 전류가 높아져서 로봇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로봇 메커니즘

• TRACK — 레일을 따라 가로로 움직이는 로봇 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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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펌웨어 업그레이드 차단, 허용 또는 강제

• WRIST — 후면 벽에서 전면 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로봇손의 회전 모션입니다.
• REACH — 셀 또는 드라이브로 테이프를 가져오거나 넣기 위해 그리퍼를 로봇손 밖으로

꺼내는 메커니즘입니다.
• GRIP — 로봇손 안 또는 밖으로 이동하는 동안 테이프 카트리지를 잡고 있는 메커니즘입

니다.

밀-회전 속도계 변환 계수
• TRACK - 0.552024828 회전 속도계/밀
• WRIST - 0.3669 회전 속도계/밀
• ZMECH - 1.3503 회전 속도계/밀
• REACH - 0.8128 회전 속도계/밀
• GRIP - 20.48 회전 속도계/밀

장치 펌웨어 업그레이드 차단, 허용 또는 강제
라이브러리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장치에 새 펌웨어가 적용됩니다. 드문 경우지
만 Oracle 서비스 담당자가 특정 장치에 대한 자동 펌웨어 업데이트를 차단해야 할 수도 있
습니다.

주:

Escalation 사용자만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장치에 적용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부록 A. 사용자
역할 참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Firmware를 누릅니다.
2. Device Locations 탭을 누릅니다. Code Load Enabled 열에 자동 펌웨어 업그레이드

허용 여부가 표시됩니다.
3. 장치를 선택한 다음 Block Upgrade , Allow Upgrade  또는 Force Upgrade

(강제로 즉시 업그레이드한 후 이후 업그레이드 허용)를 누릅니다.

참조
• “라이브러리 펌웨어 업로드 및 관리”
• “라이브러리 펌웨어 보기”

지원 번들 만들기, 다운로드 또는 삭제
지원 번들에는 Oracle 서비스 직원이 결함 진단에 사용하는 암호화된 로그 파일이 포함됩니
다. Oracle 서비스 직원은 SL4000 Installation and Service Guide에서 해당 파일에 대한
해독 절차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결함 감지 시 자동으로 지원 번들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직접 지원 번
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번들은 최근 데이터만 수집하므로 조사할 이벤트가 발생한 후 최대한
빨리 번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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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 대한 로깅 레벨 수정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Reports를 누릅니다.
2. Support Bundles 탭을 누릅니다.
3. Create 를 누르거나 번들을 선택한 다음 Download  또는 Delete 를 누릅니다.

주:

새 번들을 생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Refresh 를 누르고 번들 상태가
'Completed'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운로드하십시오. 지원 번들은 한 번에 하나씩만 만들 수 있
습니다.

4. 지원 번들을 다운로드하여 Oracle로 전송합니다.

장치에 대한 로깅 레벨 수정
중요:

오라클 고객지원센터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로깅 레벨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로깅 레벨
을 기본값으로 유지하십시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Hardware를 누릅니다.
2. 장치 트리에서 다음 장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로봇 컨트롤러
•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 드라이브 컨트롤러
• 루트 스위치
• 레일 컨트롤러
• 드라이브 스위치
• 액세스 모듈 컨트롤러
• 광 섬유 포트

3.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Device Logging...을 선택합니다.
4. 로깅 레벨을 선택합니다(“로깅 레벨 옵션” 참조).

라이브러리 컨트롤러에서 Java 코드에 대한 로깅 레벨 수정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Service를 누릅니다.
2. Logging Levels 탭을 누릅니다.
3. 라이브러리 로거 각각에 대한 로깅 레벨을 선택합니다(“로깅 레벨 옵션” 참조).
4. Save를 누릅니다.

로깅 레벨 옵션

• SEVERE — 라이브러리에 운영자 개입이 필요한 복구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Severe 레벨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ASR을 생성합니다.

162



데이터베이스 지우기

• WARNING —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즉각적인 운영자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라이브러리를 복구할 수 있으며 라이브러리가 계속 작동
합니다.

• INFO — 특정 로거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작업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 CONFIG — 라이브러리 구성 변경을 로깅하는 데 사용됩니다. SCI 또는 GUI 명령(예: 분

할 영역 변경 또는 LDAP 서버 재구성)이나 하드웨어 변경(예: FRU 추가 또는 제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FINE — 상세한 디버깅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FINE'은 로거에 대한 기본 설정
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라클 고객지원센터는 문제 해결을 위해 'FINE'을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FINE' 메시지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수집될 수 있도
록 낮은 빈도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 INHERITED — 상위 로거의 설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deviceInterface.Controller
가 INHERITED로 설정된 경우 deviceInterface(deviceInterface.Controller의 상위)와
동일한 로깅 레벨이 적용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지우기
문제 해결 시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지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은 Oracle 서비
스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수행해야 합니다.

주의:

관리자와 서비스 사용자만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Oracle 서비스의 지시가 있는 경
우에만 데이터베이스를 지워야 합니다.

1. GUI의 왼쪽 맨 위에 있는 전원 버튼 을 누릅니다.
2. Restart Library를 선택합니다.
3. Clear Database를 선택합니다.
4. Restart를 누릅니다. 라이브러리가 모듈 ID 블록을 스캔하고 전체 감사를 수행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수정

주의:

Escalation 사용자만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부록 A. 사용자 역할 참조). 이 기능은 Oracle
엔지니어링의 지시에 따라서만 진단 및 복구에 사용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를 잘못 수정하면 라이브러
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Service를 누릅니다.
2. Database 탭을 누릅니다.
3. SQL 명령을 입력한 다음 Execute를 누릅니다.

INSERT, UPDATE, DELETE, CREATE, ALTER, DROP 및 SELECT 명령만 지원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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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파일 시스템 보기 및 수정

라이브러리 파일 시스템 보기 및 수정
주의:

Escalation 사용자만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부록 A. 사용자 역할 참조). 이 기능은 Oracle
엔지니어링의 지시에 따라서만 진단 및 복구에 사용하십시오. 파일을 잘못 수정하면 라이브러리가 작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Service를 누릅니다.
2. File System 탭을 누릅니다.
3. 파일을 선택한 다음 Download 를 눌러 파일을 로컬에 저장하거나 Modify 를 눌

러 텍스트 편집기에서 파일을 엽니다.

라이브러리 열기 및 라이브러리에 들어가기
주:

기본 또는 드라이브 모듈 도어를 열면 라이브러리 설정에 대해 감사 건너뛰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라이
브러리가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될 때 전체 감사가 수행됩니다(“라이브러리 설정 옵션” 참조).

라이브러리에 들어갈 때의 안전 예방 조치

경고: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액세스 도어를 열어 둔 채 잠그고 키를 보관해야
합니다.

• 라이브러리가 오프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로봇이 켜져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라
이브러리에 들어가거나 로봇 메커니즘을 이동하지 마십시오.

• 라이브러리 내부에 있는 동안 항상 액세스 도어를 열어 둡니다.
• 기계적 도어 해제 장치 위치를 확인합니다(액세스 도어 내부의 노란색 핸들). 라이브러리

안에 있을 때 도어가 닫히면 기계적 해제 장치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도어를 엽니다.
• 물리적 제한을 알아둡니다. 부딪치거나 배열에 옷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로

여유 공간이 0.4m(18인치) 밖에 안됩니다.
• 로봇을 수동으로 이동하는 경우 로봇의 기계적 구성요소 또는 전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

록 합니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기

1. 모든 안전 예방 조치를 확인합니다(아래의 “라이브러리에 들어갈 때의 안전 예방 조치”
참조).

2. 모든 드라이브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드라이브 설정”
참조).

3. 라이브러리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라이브러리 설정”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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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을 대체하여 액세스 모듈 도어 열기

4. 도어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5. 도어 걸쇠를 위로 잡아당겨 도어를 엽니다.

라이브러리 나가기

1. 라이브러리를 종료하기 전에 라이브러리에 헐거워진 부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도어를 닫고 걸쇠를 겁니다.
3. 도어를 잠그고 키를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4. 라이브러리를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라이브러리 설정” 참

조).

잠금을 대체하여 액세스 모듈 도어 열기
이 절차에서는 내부 액세스 모듈 안전 도어를 내리지 않습니다.

주의:

잠금 장치를 대체하여 액세스 모듈 도어를 여는 것과 기본 또는 드라이브 모듈 전면 도어를 여는 것은 라
이브러리에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라이브러리 작동이 갑자기 중단됩니다. 라이브러리 설정에
대해 감사 건너뛰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도어를 닫으면 라이브러리가 전체 라이브러리 감사를 실행합
니다(“라이브러리 설정 옵션” 참조).

1. 액세스 모듈의 유지 보수 키를 "Door Lock Override"로 설정합니다. 잠금 해제 위치에
서는 잠금 장치에서 키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2. 액세스 모듈 도어 걸쇠를 들어 올리고 도어를 엽니다. 도어를 강제로 열지 마십시오.

로봇 전원이 차단되고 진행 중인 모든 작업이 중지되면 라이브러리는 로봇 및 액세스 모
듈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합니다.

3. 액세스 모듈 도어를 닫으려면 도어를 닫고 걸쇠를 겁니다. 도어를 강제로 닫지 마십시오.
4. 도어를 잠그고 키를 보관합니다.

도어가 닫히면 라이브러리가 다시 초기화되고, 로봇이 초기화되고, 라이브러리에서 전체
감사를 수행하며, 라이브러리가 액세스 모듈을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호스트 핑
호스트 연결 문제가 발생하면 호스트를 핑할 수 있습니다. 핑을 통해 라이브러리에서 호스트
IP 주소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라이브러리와 호스트 간의 연결 속도를 테스트할 수 있
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Service를 누릅니다.
2. Network Tools 탭을 누릅니다.
3. Ping을 누릅니다.
4. 호스트 IP 주소 및 최대 시도 횟수(기본값: 4)를 입력합니다. Ok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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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경로 추적 실행

호스트 경로 추적 실행
호스트 연결 문제가 발생하면 호스트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Service를 누릅니다.
2. Network Tools 탭을 누릅니다.
3. Trace Route를 누릅니다.
4. 호스트 IP 주소 및 최대 홉 수(기본값: 20)를 입력합니다. Ok를 누릅니다.

로컬 운영자 패널 터치 스크린 보정
터치 스크린 맞춤은 출하 시 보정됩니다. 터치 스크린 맞춤이 잘못된 경우 터치 스크린을 재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운영자 패널에서 로컬로 SL4000 GUI에 로그인합니다.
2.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onfiguration을 누릅니다.
3. Touch Panel 탭을 누릅니다.
4. Run Calibration을 누릅니다.
5. 터치 패널에서 일련의 대상을 누릅니다. 보정이 완료되면 패널에 다시 라이브러리 인터

페이스가 표시됩니다.

로컬 운영자 패널 터치 스크린 다시 시작
라이브러리 운영자 패널 터치 스크린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터치 패널을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을 경우 디스플레이 소스가 후면 VGA 포트로 설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운영자 패널 아래의 SOURCE 버튼을 누르고 몇 초 동안 기다립니다.

SOURCE 버튼을 누르면 후면 VGA 출력과 컨트롤러 또는 기능 카드 간에 디스플레이
가 전환됩니다. 디스플레이가 현재 VGA 포트인 경우 처음 누를 때 전면 터치 스크린으
로 토글되며 이후 누를 때마다 컨트롤러가 차례로 순환됩니다. L1 및 L2는 라이브러리
컨트롤러입니다. F1 및 F2는 기능 카드입니다.

2. 운영자 패널이 여전히 응답하지 않을 경우 원격으로 SL4000 GUI에 로그인하거나 직접
이더넷 연결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Configuration을 누릅니다.
4. Touch Panel 탭을 누릅니다.
5. Restart Touch Panel을 누릅니다.

출하 시 기본값으로 라이브러리 재설정
출하 시 기본값으로 라이브러리를 재설정하면 드라이브, 테이프, 분할 영역, 통지 대상, 로그,
날짜 및 시간 설정, 네트워크 설정, 기타 모든 라이브러리 설정에 대해 저장된 정보가 모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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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시 기본값으로 라이브러리 재설정

워집니다. Installer 역할로 초기 설치 마법사를 실행하여 라이브러리를 재구성해야 하므로
라이브러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의:

라이브러리를 기본값으로 재설정하는 작업은 취소하거나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재설정 후에는
Oracle 서비스만 설치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다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부록 A. 사용자 역할 참조).

1. GUI의 왼쪽 탐색 영역에서 Service를 누릅니다.
2. Reset 탭을 누릅니다.
3. Reset to Factory Default Settings를 누릅니다.
4. 라이브러리가 재설정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몇 분 동안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

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PDU 차단기를 껐다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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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부록 A. 사용자 역할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GUI 및 SCI 기능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권한이 결정됩니다(“각 사용
자 역할이 사용 가능한 기능” 참조).

• Administrator(C3) – 라이브러리 관리자입니다. 이 역할은 거의 모든 기능에 대한 액세
스 권한을 가지며 다른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User(C2) – 라이브러리의 일상적인 운영자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라이브러리에 대해 거
의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금지되는 작업(예: 분할 영역 구성 또는 사용자 만들기)
도 있습니다.

• Operator(C1) – User 역할보다 권한이 낮은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적은 수의 몇 가지 작
업(예: 데이터 보기 및 CAP 작동)에 대해서만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 Viewer(V) – 읽기 전용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보유한 사용자는 라이브러리의 모든 요소
를 볼 수 있지만 변경할 수 없습니다.

• Service(S1) – 서비스 기술자를 위한 특수한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서비스 번들 끌어오
기, 진단 실행, 구성 설정 변경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Advanced Service(S2) – 라이브러리 진단 및 복구를 위해 추가 액세스 권한을 가지는
고급 서비스 역할입니다.

• Escalation(S3) – 확장된 라이브러리 복구 액세스 권한을 가지는 가장 높은 레벨의 서비
스 역할입니다.

• Installer(I) – 라이브러리 초기 설치 및 구성 중 사용되는 특수한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라이브러리가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 4장. 사용자 로그인 설정 구성

각 사용자 역할이 사용 가능한 기능
다음 표에서는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권한을 가지는 사용자 역할을 나열합니
다(x = 역할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범주 기능 V C1 C2 C3 S1 S2 S3 I

Activity 라이브러리 작동(요청, 작업, 리소스) 보기 x x x x x x x x
Activity 요청 취소 - - x x x x x x
CAPs CAP 잠금 해제/잠금 및 열기/닫기 - x x x x x x x
CAPs CAP 소유자 설정 및 해제 - x x x x x x x
CAPs CAP 풀 만들기, 지정 및 삭제 - - - x x x x x
Cells/Tapes 동일한 분할 영역 내에서 테이프 이동 또는 마운트 - -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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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용자 역할이 사용 가능한 기능

범주 기능 V C1 C2 C3 S1 S2 S3 I

Cells/Tapes 분할 영역에 관계없이 모든 셀로 테이프 이동 또는 마운트 - - - x x x x x
Cells/Tapes 시스템 셀에서 테이프 가져오기/내보내기 - x x x x x x x
Cells/Tapes 청소 테이프 임계값 설정 - - x x x x x x
Cells/Tapes 셀 감사 - - x x x x x x
Cells/Tapes 매체 검증 시작 - - x x x x x x
Configuration 라이브러리 구성 설정 보기 x x x x x x x x
Configuration 라이브러리 구성 내보내기 - x x x x x x x
Configuration 라이브러리 구성 가져오기 - - - x - x x x
Configuration 마법사를 실행하여 라이브러리, 네트워크 및 시간 설정 구성 - - - x - x x x
Configuration 하드웨어 활성화 파일 추가 또는 제거 - - - x - x x x
Devices 로케이터 LED 활성화/활성화 해제 - x x x x x x x
Devices 장치 원격 측정 가져오기 - x x x x x x x
Devices 장치(드라이브, 컨트롤러 등) 재설정 - - x x x x x x
Devices 장치의 온라인/오프라인 상태 변경 - - x x x x x x
Devices Hardware 페이지에서 장치 등록 정보 및 상태 보기 x x x x x x x x
Diagnostics 진단 테스트 실행 및 보기 - - x x x x x x
Diagnostics 드라이브 FDE 진단 실행 - - - - x x x x
Diagnostics 로봇 진단 실행 - - - - - x x x
Drives 드라이브 청소 시작 - x x x x x x x
Drives 강제로 드라이브 언로드 - - x x x x x x
Drives 매체 검증 풀 만들기 - - - x - x x x
Drives 드라이브 전원 켜기/끄기 - - x x x x x x
Firmware 라이브러리 및 장치 펌웨어 레벨 보기 x x x x x x x x
Firmware 라이브러리 또는 장치 펌웨어 레벨 변경 - - x x x x x x
Firmware 펌웨어 업그레이드 차단, 강제 또는 허용 - - - - - - x -
Logging 로깅 레벨 설정 - - x x x x x x
Logging 로그, 결함 보고서, 시스템 보고서 보기 및 다운로드 - - x x x x x x
Logging 지원 번들 보기, 만들기, 다운로드 또는 삭제 - - x x x x x x
Logging 로봇 로그 지우기 - - - - x x x x
Logging 라이브러리 및 드라이브 로그 지우기 - - - - - x x x
Library 라이브러리 컨텐츠 및 등록 정보(테이프, 셀, 드라이브,

CAP) 보기
x x x x x x x x

Library 라이브러리 전원 차단 또는 다시 시작 - - x x x x x x
Library 라이브러리의 온라인/오프라인 상태 변경 - - x x x x x x
Library 출하 시 기본값으로 라이브러리 재설정 - - - - - - x x
Notifications 통지 구성 보기(SNMP, SCI, 전자메일) x x x x x x x x
Notifications 통지 테스트(SNMP, SCI, 전자메일) - - x x x x x x
Notifications ASR 구성 및 제출 - -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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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용자 역할이 사용 가능한 기능

범주 기능 V C1 C2 C3 S1 S2 S3 I

Notifications 통지 대상 및 사용자 구성(SNMP, SCI, 전자메일) - - x x - x x x
Partitioning 분할 테이블 및 등록 정보 보기 x x x x x x x x
Partitioning 분할 영역의 온라인/오프라인 상태 변경 - - x x - x x x
Partitioning 분할 영역 정보(이름, 연결 유형 등) 편집 - - - x x x x x
Partitioning 셀 만들기, 삭제 및 분할 영역에 지정 - - - x - x x x
SCSI SCSI 호스트 및 LUN 보기 x x x x x x x x
SCSI SCSI 호스트 구성 - - - x - x x x
Service 서비스 키 추가 - - - - x x x -
Service 호스트 핑 또는 경로 추적 - - x x x x x x
Service 원시 FRU-ID 데이터 보기 - - - - x x x x
Service 서비스 영역으로 로봇 이동 - - - - - x x x
Service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시스템 변경 - - - - - - x -
User 사용자 환경 설정 구성(세션 시간 초과, 초기 디스플레이 등) x x x x x x x x
User 고유 암호 재설정 x x x x x x x x
User 사용자 보기 - x x x x x x x
User 서비스 사용자 키 다운로드 - x x x x x x x
User 서비스 사용자 추가 - - x x - - - x
User 사용자 추가, 삭제 또는 수정 - - - x - - - x
User 다른 사용자의 암호 재설정 - - - x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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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부록 B. 라이브러리 주소 지정 참조

주:

"왼쪽" 및 "오른쪽"은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CAP 면(전면)에서 라이브러리를 볼 때를 나타냅니다.

목차

• 셀 주소 지정 체계 비교
• 라이브러리 중앙선 및 모듈 번호
• 라이브러리 셀 주소 지정 체계
• SCSI 요소 주소 지정
• 셀 맵

셀 주소 지정 체계 비교
• 라이브러리 셀 주소 지정 체계(라이브러리, 레일, 열, 면, 행) — 펌웨어 및 내부 통신에서

라이브러리 내 모든 장치 및 위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 1에서 시작하고 음수를 사용합니다.
◦ 면은 라이브러리의 전면 또는 후면 벽을 나타냅니다. B 또는 1은 후면 벽, F 또는 2는 전

면 벽을 의미합니다.
• SCSI 요소 주소 지정 — 라이브러리에 FC-SCSI로 연결된 호스트에서 사용됩니다.

◦ 요소 ID에 대해 단일 양수를 사용합니다.
◦ 스토리지 셀은 2000에서 시작하고, 드라이브 베이는 1000에서, CAP는 10에서 시작합

니다.
◦ SL3000과 달리 SL4000은 빈 드라이브 베이에 요소 번호를 지정합니다.
◦ 기본 요소 번호는 라이브러리 구성이 변경될 때마다 다시 지정됩니다.

라이브러리 중앙선 및 모듈 번호
주소 지정은 기본 모듈의 왼쪽 가장자리(라이브러리 전면에서 봤을 때)를 참조점(중앙선이라
고 함)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은 다양한 라이브러리 구성에 대한 중앙선 위치를 보여줍
니다.

모듈 번호는 기본 모듈에서 모듈 0으로 시작하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수가 증분되며 왼쪽으
로 갈수록 음수가 증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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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셀 주소 지정 체계

라이브러리 셀 주소 지정 체계
• 셀 주소 지정 개요
• 테이프 드라이브 베이의 셀 주소 지정
• 회전식 CAP 셀의 셀 주소 지정

셀 주소 지정 개요

셀 주소 지정에서는 라이브러리, 레일, 열, 면, 행(L, R, C, S, W)을 사용하여 물리적 위치를
지정합니다. SL4000의 경우 GUI는 (C, S, W)만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
SL4000 라이브러리의 경우 항상 1입니다.
레일
SL4000 라이브러리의 경우 항상 1입니다.
열
중앙선에서 참조된 스토리지 셀 또는 드라이브 베이의 가로 위치를 나타냅니다.
• 양수(+) 값은 중앙선 오른쪽을 나타냅니다.
• 음수(-) 값은 중앙선 왼쪽을 나타냅니다.
• 0은 열 번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중앙선의 오른쪽 첫번째 열(라이브러리 전면에서

봤을 때)이 열 1입니다. 중앙선의 왼쪽 첫번째 열이 열 -1입니다.

174



라이브러리 셀 주소 지정 체계

기본 모듈 — 스토리지 셀용 열 1 ~ 6과 드라이브 셀용 열 1 ~ 4를 포함합니다.

드라이브 모듈 — 스토리지 셀용 열 6개와 드라이브 베이용 열 4개를 포함합니다. 스토
리지 셀용 열 번호는 인접 모듈부터 연속하여 지정됩니다. 드라이브 베이용 열 번호 지정
은 0에 가장 가까운 스토리지 셀 열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모듈의 오른쪽 첫번째
드라이브 모듈은 스토리지 셀 열 7 ~ 12와 드라이브 열 7 ~ 10을 포함합니다. 기본 모듈
의 왼쪽 첫번째 드라이브 모듈은 스토리지 셀 열 -6 ~ -1과 드라이브 열 -4 ~ -1을 포함합
니다.

카트리지 모듈 — 스토리지 셀용 열 6개를 포함합니다. 열 번호는 인접 모듈부터 연속하
여 지정됩니다.

장착 모듈 — 스토리지 셀용 열 3개를 포함합니다. 가장 바깥쪽 3개 열은 비활성입니다.
열 번호는 인접 모듈부터 연속하여 지정됩니다.

액세스 모듈 — 스토리지 셀용 열 3개를 포함합니다. 열 번호는 인접 모듈부터 지정됩니
다.
면
• 후면 벽(드라이브 면) = 1(GUI에서는 B로 표시됨)
• 전면 벽(CAP 면) = 2(GUI에서는 F로 표시됨)
행
스토리지 셀의 세로 위치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연속하여 번호가 지정됩니다(1 ~ 52).

테이프 드라이브 베이의 셀 주소 지정

라이브러리 주소 지정은 드라이브 베이와 열 및 행을 구별합니다. 면 값은 항상 1(GUI에서는
B로 표시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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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셀 주소 지정 체계

그림 B.1. 테이프 드라이브의 라이브러리 주소 지정 예(라이브러리 후면에서 봤을 때)

회전식 CAP 셀의 셀 주소 지정

열
CAP 열은 CAP를 포함하는 모듈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CAP 열 값은 모듈 왼쪽 면에
서 다섯번째 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모듈 번호 2(기본 모듈의 오른쪽 두번째 모듈)
에는 스토리지 열 13 ~ 18이 포함되며 회전식 CAP 열은 17입니다. 모듈 번호 -3(기본
모듈의 왼쪽 세번째 모듈)에는 스토리지 셀 열 -18 ~ -13이 포함되며 회전식 CAP 열은
-14입니다.
면
CAP는 모듈의 전면에만 있으므로 항상 2(GUI에서는 F로 표시됨)입니다.
행
특정 셀의 주소를 지정할 때 행 값은 CAP 매거진의 셀입니다(값 1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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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I 요소 주소 지정

CAP 셀 주소 예
이 예에서 라이브러리에는 카트리지 모듈, 드라이브 모듈, 기본 모듈이 포함되며 모든 모
듈에는 CAP가 있습니다. 카트리지 모듈 CAP의 상단 셀은 (-8, F, 1)입니다.

SCSI 요소 주소 지정

주:

라이브러리 구성 또는 분할 영역 구성을 변경하면 라이브러리가 요소 ID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SCSI 요소 주소는 요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각 라이브러리 또는 분할 영역은 각 요소 유
형에 대해 고정된 시작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각 요소 유형 내에서 요소 주소가 순차
적으로 지정됩니다.

• 스토리지 요소(스토리지 셀)
◦ 맨 왼쪽 모듈에 대해 2000에서 시작합니다.
◦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후면에서 전면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가 지정됩니다.

• 가져오기/내보내기 요소(CAP)
◦ 라이브러리의 맨 왼쪽 회전식 CAP에 대해 10에서 시작합니다.
◦ 먼저 모든 회전식 CAP의 번호가 지정되고(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

로), 차례로 왼쪽 액세스 모듈 CAP와 오른쪽 액세스 모듈 CAP의 번호가 지정됩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후면에서 전면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데이터 전송 요소(드라이브 및 빈 드라이브 베이)
◦ 맨 왼쪽 드라이브 모듈 또는 기본 모듈에 대해 1000에서 시작하고 모든 드라이브 또는

빈 드라이브 베이에 대해 1씩 증분됩니다.
◦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가 지정됩니다.

참조

• “SCSI 요소 ID 보기”

셀 맵
• 기본 모듈 전면 벽 및 후면 벽 드라이브 8개(그림 B.2. “기본 모듈 - 전면 벽 및 후면 벽 드

라이브 8개”)
• 기본 모듈 후면 벽 드라이브 16개 및 드라이브 24개(그림 B.3. “기본 모듈 - 후면 벽 드라

이브 16개 및 드라이브 24개”)
• 드라이브 모듈 전면 벽(그림 B.4. “드라이브 모듈 - 전면 벽”)
• 드라이브 모듈 후면 벽(그림 B.5. “드라이브 모듈 - 후면 벽 드라이브 8개 및 드라이브 16

개” 및 그림 B.6. “드라이브 모듈 - 후면 벽 드라이브 24개 및 드라이브 32개”)
• 카트리지 모듈 전면 벽(그림 B.7. “카트리지 모듈 - 전면 벽”)
• 카트리지 모듈 후면 벽(그림 B.8. “카트리지 모듈 - 후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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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맵

• 왼쪽 장착 모듈(그림 B.9. “장착 모듈, 왼쪽”)
• 오른쪽 장착 모듈(그림 B.10. “장착 모듈, 오른쪽”)
• 왼쪽 액세스 모듈(그림 B.11. “액세스 모듈, 왼쪽”)
• 오른쪽 액세스 모듈(그림 B.12. “액세스 모듈, 오른쪽”)

범례

셀 설명

일반 데이터 스토리지 셀

CAP 셀

왼쪽 모듈 없이 사용할 수 없음

오른쪽 모듈 없이 사용할 수 없음

장착 모듈에서 사용할 수 없음

모듈 식별 블록(“모듈 식별 블록” 참조)

청소 및 진단 테이프용 시스템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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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맵

그림 B.2. 기본 모듈 - 전면 벽 및 후면 벽 드라이브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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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맵

그림 B.3. 기본 모듈 - 후면 벽 드라이브 16개 및 드라이브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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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맵

그림 B.4. 드라이브 모듈 - 전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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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맵

그림 B.5. 드라이브 모듈 - 후면 벽 드라이브 8개 및 드라이브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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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맵

그림 B.6. 드라이브 모듈 - 후면 벽 드라이브 24개 및 드라이브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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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맵

그림 B.7. 카트리지 모듈 - 전면 벽

184



셀 맵

그림 B.8. 카트리지 모듈 - 후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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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맵

그림 B.9. 장착 모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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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맵

그림 B.10. 장착 모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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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맵

그림 B.11. 액세스 모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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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맵

그림 B.12. 액세스 모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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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부록 C. 바코드 레이블 개요

이 부록에서는 Oracle StorageTek 테이프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는 테이프 바코드 레이블
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모든 테이프에는 적절한 바코드 레이블이 있어야 합니다. 맞
춤 또는 방향이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레이블이 부착된 테이프를 사용하면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목차

• 바코드 표준
• 레이블 설계
• 레이블 주의사항

참조

• “볼륨 레이블 형식 옵션”

바코드 표준

StorageTek 라이브러리는 Code 39 바코드 표준(ANSI/AIM BC1/1995, Uniform
Symbology Specification - Code 39 참조)에 기반한 레이블을 사용합니다. 이 표준은 고정
된 패턴의 막대가 단일 문자를 나타내는 불연속 바코드를 사용합니다. 각 문자는 검은색 막대
5개와 흰색 막대 4개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3개의 막대가 다른 막대보다 넓습니다. 예를 들
어, 그림 C.1. “Code 39 바코드 표준 — 문자 A”은 좁은 막대 6개와 넓은 막대 3개(검은색 2
개와 흰색 1개)를 사용하는 문자 A를 나타냅니다.

그림 C.1. Code 39 바코드 표준 — 문자 A

여러 바코드 문자가 하나의 레이블로 함께 배열되면 각 문자 사이에 좁은 흰색 막대가 배치됩
니다. 이 막대를 문자 간 간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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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설계

그림 C.2. Code 39 바코드 표준 — 문자 간 간격

레이블 설계

각 레이블에는 6자의 볼륨 일련 번호 ID(vol-id)와 1자 또는 2자의 매체 ID가 포함되어야 합
니다. 매체 ID는 테이프 유형을 식별합니다. 레이블에는 대문자 A-Z와 숫자 0-9, 시작 및 끝
문자를 나타내는 별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C123L6*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여기서
ABC123은 vol-id이며 L6은 매체 ID입니다.

Tri-optic에서 만든 StorageTek T 시리즈 테이프 레이블에는 달러 기호($)가 시작 및 끝 문
자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고객 정의 바코드 문자의 일부로 별표 또는 달러 기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바코드 알고리즘은 단락점 사이의 문자만 디코딩하고 그 외의 문자를 무시합니다.
예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표 C.1. 시작 및 끝 문자 배치

실제 바코드 레이블 디코딩 후 결과

*ABC123L6* ABC123L6 올바른 레이블입니다.
*ABC*23L6* ABC 끝 문자가 잘못 배치되었습니다.
*ABC1234L6 읽을 수 없음 끝 문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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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설계

그림 C.3. 바코드 배치 표준(T10000 및 LTO)

1. 시작 문자
2. 볼륨 ID
3. 매체 ID
4. 끝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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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설계

LTO 레이블

해당 테이프에는 8자의 레이블(6자의 vol-id와 2자의 매체 ID)이 필요합니다. 매체 ID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L5 = 5세대
• L6 = 6세대
• L7 = 7세대
• LV = 5세대 WORM
• LW = 6세대 WORM
• LX = 7세대 WORM
• CU = 범용 청소

T10000 레이블

해당 테이프에는 8자의 레이블(6자의 vol-id와 2자의 매체 ID)이 필요합니다. 매체 ID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T1 = T10000 A/B 데이터
• T2 = T10000 C/D 데이터
• TS = T10000 A/B sport
• TT = T10000 C/D sport
• CT = 청소(A와 B만)
• CL = 범용 청소

청소 및 진단 레이블

청소 및 진단 테이프와 데이터 테이프를 구별하기 위해 청소 및 진단 테이프에는 고유한 레이
블이 필요합니다. vol-id에서 처음 3자의 영숫자에 따라 테이프의 유형이 확인됩니다.

• 청소 테이프 — vol-id를 나타내는 CLNnnn과 청소 특정 매체 ID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CLN은 청소 테이프 식별자이며 nnn은 일련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CLN001CU는 LTO
청소 테이프 레이블일 수 있습니다.

• 진단 테이프 — DG[공백]nnn과 매체 ID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DG[공백]은 진단 테이프 식
별자이며 nnn은 일련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DG 001L6은 LTO6 진단 테이프 레이블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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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주의사항

테이프 레이블 예

그림 C.4. 테이프 레이블 예

1. 데이터 테이프
2. 청소 테이프
3. 진단 테이프

레이블 주의사항
바코드 읽기 오류 또는 장비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레이블을 사용할 때 적절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합니다.

• 바코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바코드 레이블에 특정 표시를 하거나 바코드 레이블을 손상
하거나 레이블에 어떤 종류의 테이프도 두지 마십시오.

• 새 레이블을 부착하기 전에 기존 레이블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새 레이블을 기존 레이블
위에 부착하지 마십시오.

• 레이블을 부착 또는 제거할 때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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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access door(액세스 도어) 서비스 직원이 라이브러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및 드라이브 모듈의 도어

입니다. “라이브러리 열기 및 라이브러리에 들어가기” 절을 참조하십시오.

Access Module(액세스
모듈)

대량 테이프 로드 및 중복 로봇 기술 지원을 위해 라이브러리의 양쪽 끝에 설
치되는 선택적 모듈입니다. 1개의 모듈은 대량 로드만 지원합니다. 2개의 모
듈은 대량 로드와 중복 로봇 기술을 지원합니다. GUI에서는 "Accs"로 축약
되며 이전에 SL3000에서는 AEM(액세스 확장 모듈)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액세스 모듈” 절을 참조하십시오.

audit(감사) 테이프 바코드를 스캔하고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프로
세스입니다. 열려 있는 전면 액세스 도어 중 하나가 초기화된 후 라이브러리
는 자동으로 전체 감사를 실행합니다. “라이브러리 전체 또는 일부 감사” 절
을 참조하십시오.

Base card cage(기본 카
드 케이지)

호스트 시스템의 명령을 처리하고 로봇, CAP 및 테이프 드라이브의 작동을
조정하며 센서 및 스위치의 상태 입력을 모니터하는 컨트롤러 카드가 있는
기본 모듈의 조립품입니다. “기본 모듈 카드 케이지” 절을 참조하십시오.

Base Module(기본 모듈) 카드 케이지, PDU(전원 분배 장치), 전원 공급 장치 및 테이프 드라이브가
있는 SL4000 라이브러리의 기본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모든 라이브러리에
필요합니다. GUI에서는 "Base"로 축약됩니다. “기본 모듈” 절을 참조하십시
오.

bulk load(대량 로드) 액세스 모듈을 사용하여 수많은 테이프를 라이브러리로 로드합니다. 용어
Access Module(액세스 모듈)을 참조하십시오.

CAP pool(CAP 풀) 분할 영역에 지정할 수 있는 CAP 그룹입니다. 분할 영역은 풀 내에서 가져
오기/내보내기에 사용할 CAP의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다. CAP 풀이 하나의
분할 영역에만 지정된 경우 해당 분할 영역이 자동으로 풀의 모든 CAP를 소
유합니다. CAP 풀을 여러 분할 영역에 지정할 수 있지만, 각 분할 영역은 하
나의 CAP 풀에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cartridge access
port(CAP, 카트리지 액세
스 포트)

운영자가 테이프를 가져오거나 꺼내는 데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장치입니
다. SL4000에는 회전식 CAP(슬롯 26개) 및 AEM CAP(슬롯 234개)가 포
함될 수 있습니다. CAP는 SCSI 및 개방형 시스템 라이브러리의 가져오기/
내보내기 메일 셀과 동의어입니다. 8장. CAP 관리 및 작동  절을 참조하십시
오.

cartridge array(카트리지
배열)

여러 테이프를 보관하는 슬롯의 플라스틱 배열입니다. 배열당 슬롯 수는 라
이브러리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배열 범위는 슬롯 8개에서 14개까지
입니다.

Cartridge Module(카트리
지 모듈)

스토리지 용량을 추가하는 라이브러리의 선택적 모듈입니다. GUI에서는
"Cart"로 축약되며 이전에 SL3000에서는 CEM(카트리지 확장 모듈)으로 지
칭되었습니다. “카트리지 모듈” 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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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셀) 테이프가 보관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의 위치입니다. “라이브러리 내 모든 셀
목록 보기” 절을 참조하십시오.

cleaning tape(청소 테이
프)

테이프 드라이브의 테이프 경로를 청소하기 위한 특수 물질이 포함된 테이프
입니다. 레이블에 "CLN" 접두어가 붙습니다. 용어 data tape(데이터 테이
프) 및 diagnostic tape(진단 테이프)와 대조됩니다. “청소 카트리지 목록
보기” 절을 참조하십시오.

data tape(데이터 테이프)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프입니다. 용어 cleaning tape(청소 테이프)
및 diagnostic tape(진단 테이프)와 대조됩니다.

device(장치) 테이프를 제외하고 라이브러리의 기타 모든 물리적 구성요소(예: 컨트롤러,
로봇, CAP 등)를 포함하는 라이브러리의 기계적 구성요소입니다. 장치는 서
로 중첩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장치 상태 보기” 절을 참조하십시오.

diagnostic tape(진단 테
이프)

레이블이 "DG"인 테이프로, 진단 루틴에 사용됩니다. 용어 cleaning
tape(청소 테이프) 및 data tape(데이터 테이프)와 대조됩니다. “진단 테스
트 실행” 절을 참조하십시오.

drive array(드라이브 배
열)

기본 또는 드라이브 모듈에 설치되는 드라이브 베이 8개의 그룹입니다. 각
베이에는 하나의 드라이브 트레이가 보관될 수 있습니다. 기본 모듈에는 최
대 3개의 드라이브 배열이 보관됩니다. 드라이브 모듈에는 최대 4개의 드라
이브 배열이 보관됩니다. “라이브러리 모듈 개요” 절을 참조하십시오.

drive bay(드라이브 베이) 하나의 드라이브 트레이를 보관하는 드라이브 배열의 슬롯입니다. 드라이브
슬롯과 동의어입니다.

Drive Module(드라이브
모듈)

추가 드라이브 트레이 용량 및 테이프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선택적 라이브
러리 모듈입니다. GUI에서는 "Drive"로 축약되며 이전에 SL3000에서는
DEM(드라이브 확장 모듈)으로 지칭되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듈” 절을 참조
하십시오.

dynamic World Wide
Name(dWWN)

네트워크 장치에 고정 이름이 아닌 동적 이름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dWWN 이름이 지정된 장치가 교체되면 교체된 것과 동일한 WWN이 지정
되어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ject(꺼내기) 운영자가 라이브러리에서 테이프를 제거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가 테이프
를 CAP(카트리지 액세스 포트)에 넣는 작업입니다. 내보내기와 동의어입니
다. “CAP를 통해 테이프 꺼내기” 절을 참조하십시오.

enter(넣기) 라이브러리가 테이프를 스토리지 셀에 삽입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CAP(카
트리지 액세스 포트)에 넣는 프로세스입니다. 가져오기와 동의어입니다.
“CAP를 통해 테이프 넣기” 절을 참조하십시오.

FC-SCSI 물리적 광 섬유 채널 인터페이스를 통한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연결 유형입니다. 10장. SCSI 호스트 연결 관리  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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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activation
file(feature activation
file)(하드웨어 활성화 파일
(기능 활성화 파일))

구매 후 라이브러리의 활성 기능(선택사항)으로 업로드하는 .jar 파일입니다.
“선택적 라이브러리 기능 추가 또는 제거” 절을 참조하십시오.

job(작업) 일부 요청은 라이브러리에 요청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지
시하는 작업을 생성합니다. 상위 작업 완료에 필요한 하위 작업을 생성할 수
있는 작업도 있습니다. 용어 request(요청)을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 요
청, 작업 및 리소스 보기” 절을 참조하십시오.

label(레이블) 테이프와 연관된 식별자입니다. 레이블은 사람 및/또는 머신이 읽을 수 있습
니다. volume serial number(volser 또는 vol-id, 볼륨 일련 번호)와 동의
어입니다. “볼륨 레이블 형식 옵션” 절을 참조하십시오.

library controller(라이브
러리 컨트롤러)

작동을 제어하고 운영자 콘솔 및 기타 모듈과 통신합니다. Base card
cage(기본 카드 케이지)에 상주합니다. “라이브러리 컨트롤러” 절을 참조하
십시오.

magazine(매거진) CAP(카트리지 액세스 포트)를 통해 테이프를 넣거나 꺼낼 수 있도록 테이프
를 보관하는 이동식 배열입니다.

media(매체) tape cartridge(테이프 카트리지)와 동일합니다.

operator panel(운영자 패
널)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평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기능은 기본
모듈의 전면 도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영자 패널” 절을 참조하십시오.

Parking Module(장착 모
듈)

라이브러리 구성의 양쪽 끝에 설치되는 변환된 카트리지 모듈입니다. 장착
확장 모듈은 중복 로봇 기술 라이브러리에서 결함이 있는 로봇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로봇 유지 보수를 수행하면 라이브러리 작동이 중단됩니다. GUI
에서는 "Park"로 축약되며 이전에 SL3000에서는 PEM(장착 확장 모듈)으
로 지칭되었습니다. 용어 Access Module(액세스 모듈)과 대조됩니다. “장
착 모듈” 절을 참조하십시오.

partition(분할 영역) 호스트 클라이언트에 독립 라이브러리로 자신을 나타내는 라이브러리의 일
부입니다. 한 분할 영역에 포함된 셀 및 드라이브는 다른 분할 영역에서 볼
수 없습니다. 9장. 라이브러리 분할  절을 참조하십시오.

physical capacity(물리적
용량)

라이브러리의 스토리지 셀 수입니다. 정리 테이프, 진단 테이프 및 모듈 식별
블록용 시스템 셀은 제외됩니다.

power distribution
unit(PDU, 전원 분배 장치)

교류 전원을 하나의 입력에서 여러 출력으로 분배하는 장치입니다. PDU가
여러 개이면 PDU 하나(또는 PDU가 별도 AC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AC 소
스)에 대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전원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가용성
이 더 높아집니다.

rail(레일) 로봇에 전원 및 통신을 제공하는 상단 로봇 트랙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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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label(원시 레이블) volser 및 매체 ID를 포함하는 전체 바코드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설계” 절
을 참조하십시오.

request(요청) 라이브러리에 대한 모든 외부 명령(SCSI, SCI, GUI, SNMP, GET) 및 여
러 내부 작업으로 요청이 생성됩니다. 요청은 라이브러리에 요청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작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job(작
업)을 참조하십시오. “라이브러리 요청, 작업 및 리소스 보기” 절을 참조하십
시오.

robot(로봇) CAP, 스토리지 셀 및 드라이브 간에 테이프를 이동하는 전기 기계 장치입니
다. SL4000 라이브러리에는 1개 또는 2개의 로봇이 사용됩니다. “로봇 기
술” 절을 참조하십시오.

safety door(안전 도어) 액세스 모듈을 라이브러리의 나머지 영역과 분리하기 위해 아래로 내리는
"차고문"입니다. 서비스 작업 중에는 로봇이 액세스 모듈 내부 작업자와 부딪
치지 않도록 안전 도어가 내려갑니다. “액세스 모듈” 절을 참조하십시오.

SCSI elements(SCSI 요
소)

광 섬유 채널 인터페이스에서 작동하는 호스트에서 사용되는 주소 지정 체
계를 나타내는 4자리의 숫자입니다. FC-SCSI를 참조하십시오. “SCSI 요소
ID 보기” 절을 참조하십시오.

service area(서비스 영역) 서비스 담당자가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라이브러리 주위의 공간입니다. “덮
개, 도어 및 서비스 여유 공간” 절을 참조하십시오.

slot(슬롯) 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의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카드 케이
지의 드라이브 베이 및 슬롯입니다. 슬롯은 셀과 다릅니다. 셀에는 테이프 카
트리지가 보관됩니다.

spoofed serial
numbers(스푸핑된 일련
번호)

제조업체의 LTO 테이프 드라이브 일련 번호를 드라이브 트레이 일련 번호의
맨 오른쪽 10자로 대체하는 기능입니다. 드라이브 일련 번호 스푸핑을 참조
하십시오.

StorageTek Library
Control Interface(SCI,
StorageTek 라이브러리
제어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웹 서비스(WSDL) 인터페이스입니다.

system cell(시스템 셀) 라이브러리에 의해 내려놓기 셀로 예약되거나 청소 또는 진단 테이프 보관에
사용되는 셀입니다.

tape cartridge(테이프 카
트리지)

컨테이너에서 테이프를 분리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자기 테이프를 보관
하는 컨테이너입니다.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진단 및 청소 테이프를 사용합
니다. 테이프 카트리지를 "테이프", "카트리지" 또는 "매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장. 테이프 카트리지 관리  절을 참조하십시오.

tape drive(테이프 드라이
브)

자기 테이프를 이동하고 테이프 간에 데이터를 쓰고 읽을 수 있는 메커니즘
을 포함하는 전자 기계 장치입니다. "드라이브"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장. 드라이브 관리  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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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IP 이더넷(10/100/1000 Base-T 및 CAT-5e 케이블)을 사용한 라이브러리 연
결 유형입니다.

volume serial
number(volser 또는 vol-
id, 볼륨 일련 번호)

호스트 소프트웨어에서 테이프 카트리지 식별에 사용하는 영숫자 레이블입
니다. 테이프의 스파인에 연결되며 사람과 머신이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일
반적으로 8자의 영숫자 레이블입니다. “볼륨 레이블 형식 옵션” 절을 참조하
십시오.

World Wide
Name(WWN)

광 섬유 채널 포트를 식별하는 64비트 정수입니다. dynamic World Wide
Name(dWWN)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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