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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현대의 미션 크리티컬 환경은 단순한 이중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운영과 업그레이드에 중단이 

없어야 하고 “항상 온라인” 상태여야 하며, 예측했든 아니든 어떤 조건에서도 높은 성능으로 모든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로컬 스냅샷 복제와 CRR(Continuous Remote Replication)로 

가능해지는 향상된 데이터 가용성으로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Dell EMC™ PowerMax 스토리지 어레이가 여기에 딱 맞습니다. NVMe 드라이브의 출시로 고성능 어레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간단한 서비스 수준 기반의 프로비저닝 모델은 사용자가 

스토리지를 소비하는 방식을 간소화하여, 백엔드 구성 단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른 중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토리지 소비에 있어 성능과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려면 다른 기능들도 중요합니다. 

예비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 지능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있어야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높은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탁월한 신뢰성을 가진 동시에 각 시스템의 총 소유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성 요소를 활용합니다.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로컬 및 원격 복제와 같은 중요한 기능은 

운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제는 데이터 센터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신뢰성, 가용성, 서비스 가용성, 묶어서 RAS(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라고 부르는 이 기능은 상시 

가동이 필요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없어선 안 될 요소입니다. PowerMax 어레이는 99.9999%의 가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체 시스템 가용성은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많은 이중화 기능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백엔드, 캐시 메모리, 프런트엔드, 패브릭의 이중화뿐만 아니라 백엔드의 볼륨에 

제공되는 RAID 보호의 유형도 포함됩니다. 가용성 계산에는 장애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는 FRU(Field-

Replaceable Unit)를 교체하는 시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브를 선택할 때는 고객 서비스 수준, 

다양한 FRU의 교체 속도, 핫 스페어 생성 기능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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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PowerMax 어레이는 신뢰성, 가용성, 서비스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PowerMax 

어레이는 정보에 중단 없이 액세스해야 하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과 24x7 환경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PowerMax 어레이 구성 요소의 장애 간 평균 시간, 즉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를 보면 최소 구성 

요소 장애 시간이 수십만 시간에서 수백만 시간에 달하며, 이중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구성 요소를 

교체하는 동안에도 시스템을 온라인 상태로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디렉터 보드, 글로벌 메모리, 내부 

데이터 경로, 전원 공급 장치, 배터리 백업, 모든 NVMe 백엔드 구성 요소를 포함한 모든 중요 구성 요소는 

완전히 이중화됩니다.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모든 구성 요소를 테스트하여 PowerMaxOS가 오류와 환경의 

상태를 호스트 시스템과 고객 지원 센터에 보고합니다. 

PowerMaxOS는 데이터의 수명 동안 가능한 모든 시기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데이터는 어레이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오류 탐지 메타데이터, 데이터 이중화, 데이터 지속성 기능으로 계속해서 보호됩니다. 하위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를 이동할 때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메커니즘이 이 보호 메타데이터를 검사하므로 

어레이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장애를 막는 진정한 포괄적 무결성 검사와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결성 검사에 실패한 데이터는 데이터 이중화와 지속성 기능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예상되는 위치와 실제 데이터 콘텐츠의 CRC 표현이 담긴 보호 메타데이터가 데이터 스트림에 

추가됩니다. 보호 메타데이터에서 찾은 예상 값은 데이터 스트림이 아닌 별도의 영역에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보호 메타데이터는 프로토콜 칩, 내부 버퍼, 내부 데이터 패브릭 엔드포인트, 시스템 캐시, 시스템 

디스크 사이에서 데이터 전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어레이 내에서 이동하는 데이터의 논리적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PowerMaxOS는 트랙 형식에 대한 산업 표준 T10 데이터 무결성 필드(DIF) 블록 순환 중복 코드(CRC)를 

준수합니다. 덕분에 오픈 시스템의 경우 호스트에서 생성된 DIF CRC를 사용자 데이터와 함께 저장하여 

포괄적인 데이터 무결성 검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제어 장애 모드에 대한 추가 보호 기능도 있어 

장애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T10 표준에서 지원하는 사용자 정의 가능 블록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소와 쓰기 상태 정보는 블록 CRC의 애플리케이션 태그와 참조 태그 부분의 추가 

바이트에 저장됩니다. 

이 기술 노트의 목적은 PowerMax 어레이의 아키텍처와 PowerMaxOS 내의 RAS(Reliability, Availability, 

Serviceability) 기능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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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ll EMC PowerMax 시스템 제품군 개요 

Dell EMC PowerMax 2000과 Dell EMC PowerMax 8000은 서버에서 PowerMax 드라이브(SCM/플래시)에 

이르는 모든 Dell EMC 플랫폼 중에 메모리를 모두 NVMe(Non-Volatile Memory Express)로 탑재한 최초의 Dell 

EMC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PowerMax All-NVMe는 현재와 미래의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에서 최고의 응답 

시간을 발휘합니다. 

NVMe는 PCIe(PCI Express) 전송 인터페이스에서 실행되는 프로토콜로, NVM(Non-Volatile Memory)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지 장치에 효율적으로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NAND 기반 

플래시뿐 아니라 3D XPoint, ReRAM(Resistive RAM)과 같은 미래의 고성능 SCM(Storage Class Memory) 

미디어 기술도 포함됩니다. NVMe에는 SCSI와 ATA를 대체하고 있는 NVM 미디어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능률적인 명령 세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NVMe는 현재 SAS와 SATA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는 

누릴 수 없는, NVMe가 호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대역폭, IOPS, 레이턴시 성능의 이점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호스트 접속 구성에 32Gb/s FC-NVMe I/O 모듈을 사용하면 대규모 통합을 위한 네트워크 대역폭이 빨라집니다. 

NVMe 백엔드는 듀얼 포트 NVMe PCIe Gen3(8레인) 백엔드 I/O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여 브릭에 연결된 

2.5" 폼 팩터 드라이브의 24슬롯 NVMe DAE로 구성되며, 모듈당 최대 8GB/초의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인텔® Optane™ 듀얼 포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SCM 드라이브는 오픈 시스템과 메인프레임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ll과 인텔은 힘을 합쳐 향후 10년간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미디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SCM 기술은 현재와 미래의 높은 가치와 수요가 높은 워크로드를 위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성능과 통합을 제공합니다. 

높은 백엔드 IOPS와 짧은 레이턴시를 자랑하는 All-NVMe의 스토리지 밀도와 확장성 외에도, Dell EMC 

PowerMax 어레이는 자동 데이터 배치를 사용하여 TCO를 낮출 수 있는 인라인 하드웨어 데이터 압축, 중복 

제거, 적응형 계층화를 실행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데이터 감소 모듈을 채택했습니다. 

PowerMax 2000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당 1~2개의 엔진  

• 12코어 인텔 Broadwell CPU로 엔진당 48코어 가능  

• 엔진당 최대 2TB의 DDR4 캐시  

• 시스템당 최대 64개의 FE 포트 

• PCIe 3세대 NVMe 스토리지 시스템당 최대 1PBe  

PowerMax 8000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당 1~8개의 엔진  

• 18코어 인텔 Broadwell CPU로 엔진당 72코어 가능  

• 엔진당 최대 2TB의 DDR4 캐시  

• 시스템당 최대 256개의 FE 포트 

• PCIe 3세대 NVMe 스토리지 시스템당 최대 4PBe 

Dell EMC PowerMax 시스템 제품군 개요 

https://www.dellemc.com/ko-kr/storage/discover-flash-storage/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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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 고객이 PowerMax 플랫폼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이턴시가 짧은 NVMe로 대규모 확장 

• 훨씬 더 작은 설치 공간에서 더 높은 시스템당 스토리지 IOPS 밀도 

• 내장된 머신 러닝으로 지능형 데이터 배치를 사용하여 TCO 절감 

• 인라인 중복 제거와 압축으로 데이터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감소 

2.1 액티브-액티브 아키텍처 

PowerMax 시스템은 연결, 프로세싱, 메모리, 스토리지 용량 리소스를 완전히 공유하여 최대 16개의 디렉터를 

통합합니다. 가용성이 높은 각 디렉터 쌍은 엔진의 개념으로 묶여 공통 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렉터는 

진정한 대칭형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작동하여 하위 컨트롤러 장애 격리, 구성 요소 수준 이중화를 

이뤄냅니다. 각 디렉터에는 프런트엔드 호스트 접속 구성, SRDF 연결, 백엔드 연결을 제공하는 핫 플러깅 가능 

I/O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디렉터의 관리 모듈은 시스템의 다른 모든 디렉터와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에 대해 상호 통신합니다. 또한 각 디렉터는 자체 이중화된 전원과 냉각 하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디렉터에 있는 이중화 내부 패브릭 I/O 모듈이 모든 디렉터 사이의 통신을 위한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술은 시스템 내 모든 디렉터를 연결하여 디렉터가 리소스를 공유하고 하나의 엔터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한 형태의 이중화와 성능을 실현합니다. 한 디렉터 뒤에 있는 데이터는 다른 어떤 디렉터라도 

성능을 신경 쓰지 않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각 디렉터에 있는 메모리 모듈은 통합 글로벌 캐시로 묶여 하나로 배포됩니다. 글로벌 캐시/메모리는 어레이의 

모든 디렉터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새 쓰기 작업이 메모리에 커밋되면 모든 엔진 내의 모든 프로세서가 새 

데이터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보호되는 동안 모든 디렉터의 프로세서가 자율적으로 

새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러링된 쌍을 업데이트하고, SRDF 링크로 업데이트를 전송하고, TimeFinder 복사본을 

업데이트하고, 모든 이벤트의 현재 상태를 관리 소프트웨어에 보고하며,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의 오류 

탐지와 수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은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로의 디스테이징과 

메모리에 있는 별도의 영역으로 리스테이징하지 않고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글로벌 공유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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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werMax 엔진 및 디렉터 구성 요소 

엔진은 PowerMax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엔진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프런트엔드 연결, 

백엔드 연결, 내부 네트워크 통신, 환경 모니터링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2개의 이중화 디렉터 보드로 

구성됩니다. 각 디렉터 보드에는 전용 전원과 냉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엔진 구성은 완전히 이중화됩니다. 

PowerMax 시스템은 모델과 구성에 따라 1~8개의 엔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표 1 에 엔진 내의 구성 요소, 디렉터당 구성 요소 수, 그 용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PowerMax 엔진 및 디렉터 구성 요소 

디렉터 구성 요소 수(디렉터당) 용도 

전원 공급 장치 2 디렉터에 이중화된 전원을 공급합니다. 

팬 5 디렉터를 냉각합니다. 

관리 모듈 1 환경 기능 관리 

NVMe 플래시 I/O 모듈 최대 4개 볼팅 시퀀스 중에 캐시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프런트엔드 I/O 모듈 최대 4개 어레이에 프런트엔드 연결을 제공합니다. Fibre Channel SCSI, 

Fibre Channel NVMe, iSCSI, FICON, SRDF, eNAS(Embedded 

NAS)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프런트엔드 I/O 모듈 유형이 있습니다. 

PCIe 백엔드 I/O 모듈 2 디렉터 보드를 시스템 백엔드에 연결하여 시스템 드라이브로 

I/O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압축 및 중복 제거 I/O 

모듈 

1 인라인 데이터 압축 및 중복 제거를 수행합니다. 

패브릭 I/O 모듈 1 디렉터 사이를 연결합니다. 다중 엔진 PowerMax 8000 

시스템에서는 패브릭 I/O 모듈이 내부 InfiniBand 스위치에 

연결됩니다. 

메모리 모듈 16 글로벌 메모리 구성 요소입니다. 

 

그림 3 에서 PowerMax 엔진의 앞면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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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Max 2000 및 PowerMax 8000 엔진의 앞면 모습 

다음 그림은 엔진 뒤쪽의 구성 요소를 번호를 매겨 표시한 것입니다.

 

 논리적 포트에 번호를 매긴 PowerMax 2000 엔진의 뒤쪽 모습 

 

 논리적 포트에 번호를 매긴 PowerMax 8000 다중 엔진의 뒤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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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 포트에 번호를 매긴 PowerMax 8000 단일 엔진의 뒤쪽 모습 

단일 엔진 PowerMax 8000 시스템에는 디렉터당 4개의 NVMe Flash I/O 모듈이 필요한 반면, 다중 엔진 

PowerMax 8000에는 디렉터당 3개의 NVMe 플래시 I/O 모듈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에 엔진이 추가되더라도 

디렉터 구성당 네 개의 NVMe 플래시 I/O 모듈은 유지됩니다. 새 시스템을 주문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NVMe 플래시 I/O 모듈이 외부 I/O 모듈 수를 줄여 총 외부 포트 수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3.1 채널 프런트엔드 이중화 

채널 이중화는 호스트 서버(직접 연결) 또는 Fibre Channel 스위치(SAN 연결)에서 시스템으로의 여러 연결을 

구성하여 이루어집니다. 어레이의 각 프런트엔드 포트가 SAN 연결을 사용하여 여러 호스트 연결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경로의 이중성이 늘어나고 여러 호스트 플랫폼에서 스토리지를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중화를 달성하려면 서버 또는 SAN당 최소 두 개의 서로 다른 디렉터 연결이 필요합니다. 

호스트로의 마스킹과 조닝을 위해 포트 그룹에서 2개 또는 4개의 프런트엔드 경로를 구성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단일 이니시에이터 조닝이 권장됩니다. 각 서버의 여러 포트를 이중화 패브릭에 

연결해야 합니다. 

어레이에서 호스트 경로와 패브릭 연결을 물리적 어레이 구성 요소 전체에 분산하면 패브릭 이중성이 

증가하고 더 높은 성능을 위해 로드가 분산됩니다. 관련 어레이 구성 요소에는 디렉터, 프런트엔드 I/O 모듈, 

포트가 포함됩니다. 

다음 두 가지 예에서는 각 패브릭 경로를 위한 어레이 포트를 선택하는 옵션을 보여 줍니다. 패브릭은 I/O 

모듈을 공유하거나 별도의 I/O 모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두 이중화 패브릭이 같은 I/O 모듈에 연결된 경우 한 

패브릭은 하이 포트에 연결하고 다른 패브릭은 로우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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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예 모두 서버 쌍이 이중화 패브릭을 거쳐 각 디렉터에 프런트엔드 I/O 모듈 쌍이 있는 단일 엔진 PowerMax 

어레이에 연결된 경우입니다. 다중 엔진 시스템에는 이중화를 더 넓게 분산하기 위해 더 많은 디렉터와 모듈이 

있습니다. 각 패브릭에는 PowerMax의 각 디렉터에 대한 여러 연결이 있습니다. 서버가 한 패브릭에 대한 

연결을 잃으면 나머지 패브릭으로 PowerMax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패브릭 및/또는 패브릭에서 

PowerMax로의 추가 경로를 구성하면 이중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에서는 각 패브릭이 각 프런트엔드 I/O 모듈에 연결됩니다. 프런트엔드 I/O 모듈 중 하나에 장애가 

발생하면 각 서버에는 각 디렉터와 나머지 I/O 모듈로 가는 같은 수의 경로가 남게 됩니다. 한 디렉터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디렉터의 프런트엔드 I/O 모듈로 호스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패브릭 A는 각 I/O 모듈의 두 

개의 하이 포트에 연결되고 패브릭 B는 두 개의 로우 포트에 연결됩니다. 

 

 각 패브릭이 각 I/O 모듈에 연결 

 

다음 예에서 각 프런트엔드 I/O 모듈이 하나의 패브릭에만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프런트엔드 I/O 모듈의 장애는 

하나의 패브릭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 예와 마찬가지로 디렉터 장애는 각 패브릭의 4개 경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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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I/O 모듈이 하나의 패브릭에 전용으로 사용 

3.1.1 FC-NVMe 프런트엔드 이중화 

NVMe 디바이스는 PowerPath 7.0 릴리스에서 지원되며, 기본 운영 체제의 경로 다중화보다 높은 IOPS가 

가능하도록 플레이크 경로와 정체 제어를 사용하여 경로 다중화를 향상합니다. 

이전에 지원되는 프로토콜에 대한 지침이 FC-NVMe 연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 엔진과 여러 

프런트엔드 I/O 모듈이 장착된 PowerMax 어레이에서 이중화 패브릭을 사용하면 이중화 기회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각 서버에서 각 패브릭으로의 이중화 연결 

• 각 패브릭에서 각 PowerMax 디렉터로의 이중화 연결 

• 각 디렉터에 여러 I/O 모듈이 있으면 다음 두 가지 연결 옵션이 있습니다. 

o 각 패브릭을 각 I/O 모듈에 연결 

o 각 I/O 모듈을 한 패브릭 전용으로 지정 

• 이중화 패브릭이 같은 I/O 모듈에 연결된 경우 한 패브릭은 하이 포트에 연결하고 다른 패브릭은 로우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o 예를 들어 패브릭 A가 포트 4 및/또는 포트 5에 연결되었다면 패브릭 B는 포트 6 및/또는 포트 

7에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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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Dell EMC PowerPath 지능형 경로 다중화 소프트웨어 

Dell EMC PowerPath는 물리적 플랫폼과 가상 플랫폼의 I/O 경로에서 일관된 애플리케이션 가용성과 성능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 제품군입니다. 

이 제품군은 추가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지 않고도 까다로운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경로 관리 기능과 툴을 제공합니다. PowerPath에는 운영 중단 없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PowerPath Migration Enabler와 I/O 경로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PowerPath Viewer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ell EMC PowerPath/VE는 VMware vSphere 및 Microsoft Hyper-V 기반 가상 환경과 호환됩니다. Dell EMC 

PowerPath/VE를 Dell EMC PowerPath와 함께 사용하면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 모두에서 다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로 관리 표준화: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PowerPath/VE)뿐 아니라 클라우드 구축 환경에서도 I/O 

경로를 최적화합니다. 

 

• 로드 밸런싱 최적화: I/O 경로를 조정해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동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최고의 성능을 

달성합니다. 

 

• 성능 향상: 여유 용량과 확장성을 높여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에 대한 투자를 활용합니다. 

 

• 자동 페일오버 및 복구: 구성 요소 장애나 사용자 오류가 발생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대체 

리소스로 라우팅하는 페일오버 및 복구 규칙을 정의합니다. 

PowerPat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PowerPath 제품군 제품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3.2 글로벌 메모리 기술 개요 

글로벌 메모리는 아키텍처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읽기와 쓰기 작업이 글로벌 메모리로 전송되거나 

글로벌 메모리에서 전송됩니다. 호스트 프로세서와 채널 디렉터 간의 전송은 하드 드라이브와 관련된 

전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PowerMaxOS는 어레이의 가장 가까운 조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통계 프리페치 알고리듬을 사용합니다. 지능형 알고리듬은 캐시 결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최적화하여 워크로드에 맞게 조정합니다. 

PowerMax 어레이는 엔진당 최대 2TB, 어레이당 최대 16TB의 미러링된 DDR4 메모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엔진 내의 글로벌 메모리는 어레이 내의 모든 디렉터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PowerMax 엔진 및 디렉터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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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쓰기 기술은 어레이에 의해 유지됩니다. 프런트엔드 쓰기는 데이터가 캐시의 미러링된 위치에 기록될 때 

승인됩니다. 디렉터 또는 메모리 장애가 발생해도 이중화 복사본에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에 엔진이 하나만 있을 경우 미러링된 물리적 메모리 쌍은 엔진 내부에 있게 됩니다. 다중 엔진 

PowerMax 8000 어레이에서는 물리적 메모리가 엔진 사이에서 쌍을 이룹니다. 

3.2.1 물리적 메모리 오류 검증 및 오류 수정 

PowerMaxOS는 비트 오류 하나가 사전 정의된 임계값에 도달하면 이 단일 비트 오류를 수정하고 오류 코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 비트 오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일 비트 오류 비율이 미리 

정의된 임계값을 초과하면 물리적 메모리 모듈에 교체 표시가 됩니다. 다중 비트 오류가 발생하면 

PowerMaxOS가 디렉토리 페일오버를 시작하고 교체를 위해 적절한 메모리 모듈을 호출합니다. 

메모리 모듈을 교체해야 할 경우 어레이에서 Dell 지원 팀에 알리고 교체 부품을 주문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모듈은 Dell 지원 팀으로 반환하여 장애를 분석하게 됩니다. 

PowerMax 엔진 및 디렉터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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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werMax NVMe 백엔드 

PowerMax 아키텍처는 명령의 레이턴시를 줄이고 데이터 처리량을 높이며 완전한 이중화를 유지하는 NVMe 

백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NVMe는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비휘발성 메모리 하위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PCI Express 인터페이스로의 레지스터 수준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며, 엔터프라이즈 및 클라이언트 SSD(Solid State Drive)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NVMe 백엔드 하위 시스템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로 갈 수 있는 이중화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했거나 교체하는 동안에도 정보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각 PowerMax DAE(Disk Array Enclosure)는 24개의 2.5" NVMe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DAE에는 냉각 

팬이 통합된 이중화 캐니스터 모듈(링크 제어 카드)과 이중화 AC/DC 전원 공급 장치도 들어 있습니다. 그림 

9와 그림 10은 PowerMax DAE의 앞면과 뒷면 모습입니다. 

 

 PowerMax DAE(앞면) 

 

 PowerMax DAE(뒷면) 

디렉터는 한 쌍의 이중화 백엔드 I/O 모듈을 사용하여 각 DAE에 연결됩니다. 백엔드 I/O 모듈은 이중화 

LCC에서 DAE에 연결됩니다. 백엔드 I/O 모듈과 LCC 사이의 각 연결은 완전히 독립적인 케이블 어셈블리를 

사용합니다. DAE 내에서 각 NVMe 드라이브에는 두 개의 포트가 있으며, 각 포트는 이중화 LCC 중 하나에 

연결됩니다. 

드문 경우지만 드라이브 관리 하드웨어에 장애가 발생해도 듀얼 이니시에이터 기능이 데이터의 계속된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엔진 내의 두 디렉터 모두 이중화 경로를 사용하여 같은 드라이브에 연결합니다. 

PowerMaxOS의 정교한 울타리 메커니즘이 백엔드 디렉터의 장애를 탐지하면 시스템이 엔진 내의 다른 

디렉터를 사용하여 드라이브에 대한 읽기와 쓰기를 중단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PowerMax NVMe 백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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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mart RAID 

Smart RAID는 PowerMax 어레이를 위한 액티브/액티브 공유 RAID를 지원합니다. Smart RAID를 사용하면 

같은 엔진 내에 있는 백엔드 디렉터 사이에 RAID 그룹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각 백엔드 디렉토리는 DAE 내의 

모든 하드 드라이브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하드 드라이브의 각 TDAT는 하나의 백엔드 디렉터에만 주 TDAT로 

사용됩니다. 

Smart RAID는 적은 수의 RAID 그룹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시에 두 디렉터가 같은 드라이브 세트로의 I/O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11 은 디렉터, 스핀들, TDAT 사이의 Smart RAID 연결을 보여 줍니다. 

 

 Smart RAID 연결 

4.2 데이터 보호 체계 

 

PowerMax 시스템은 RAID 5(단일 패리티), RAID 6(듀얼 패리티), RAID 1(듀얼 드라이브)과 같은 다양한 기본 

RAID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PowerMax 어레이의 모든 데이터는 하나(또는 그 이상)의 SRP(Storage Resource Pool) 내에서 씬 

프로비저닝된 트랙(128k)으로도 관리됩니다. 각 RAID 그룹은 64개의 논리적 블록(TDAT)으로 나뉘며, 각 

TDAT는 압축되지 않은 1:1에서 가장 많이 압축된 16:1까지, 지정된 데이터 감소 수준에서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구성됩니다. TDAT의 고정된, 데이터 감소 후 트랙 크기는 8k에서 128k 사이이며, 120k만 제외한 8k의 

배수 단위로 증가합니다. 

PowerMax NVMe 백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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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을 어레이에 쓸 때 데이터 감소 코드는 결과 트랙 정보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크기를 결정한 다음 (중복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이 데이터를 저장할 TDAT를 선택합니다. 트랙의 결과 크기가 변경되거나 

이전 버전의 트랙을 유지하기 위해 스냅샷이 필요하면 PowerMax는 같은 데이터의 이전 버전을 덮어쓰지 않고 

새 위치에 데이터를 씁니다. 

SRP 데이터 관리로 인해 TDAT의 트랙에 호스트 LUN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매핑할 수는 없습니다. PowerMax 

내의 모든 데이터는 SRP의 모든 RAID 그룹에서 씬(단일 트랙) 스트라이핑됩니다. 그 결과 모든 PowerMax 

RAID 유형은 기본적으로 RAID 그룹 전체에 스트라이핑이 있는 "+0"입니다. 

4.2.1 RAID 5 

RAID 5는 RAID 5 세트의 모든 멤버에 회전하는 패리티가 있는 업계 표준 데이터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하드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면 RAID 그룹의 나머지 드라이브를 읽고 XOR 계산을 하여 누락된 데이터를 

재구축합니다. 

PowerMax 시스템은 두 가지 RAID 5 구성을 지원합니다. 

• RAID 5(3+1) – 데이터를 4개 드라이브(3개 데이터, 1개 패리티)에 스트라이핑 

• RAID 5(7+1) – 데이터를 8개 드라이브(7개 데이터, 1개 패리티)에 스트라이핑 

4.2.2 RAID 6 

RAID 6을 사용하면 RAID 그룹 내에서 드라이브 두 개에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를 재구축할 수 있습니다. Dell 

EMC의 RAID 6 구현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패리티를 계산합니다. 이는 같은 RAID 그룹 내에서 드라이브 두 

개에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를 재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수평 패리티는 RAID 5 패리티와 동일하게 RAID 

그룹의 모든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대각 패리티는 데이터 멤버의 대각 하위 세트에서 

계산됩니다. 뛰어난 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에서 RAID 6이 최고의 데이터 가용성을 발휘합니다. 

PowerMax 시스템은 데이터를 8개 드라이브(6개 데이터, 2개 패리티)에 스트라이핑하는 RAID 6(6+2)을 

지원합니다. 

4.2.3 RAID 1 

RAID 1은 데이터의 정확한 복사본 또는 미러가 포함된 두 개의 드라이브로 구성된 업계 표준 데이터 보호 

방식입니다. 두 RAID 멤버 모두 데이터의 전체 복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리티가 필요하지 않아 시스템이 

양쪽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Dell EMC PowerMax는 두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미러링하는 

RAID 1(1+1)을 사용합니다. 

RAID 1은 PowerMaxOS 2020년 3분기 및 그 이후 출시된 릴리스의 PowerMax 어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werMax NVMe 백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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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드라이브 모니터링 및 오류 수정 

PowerMaxOS는 각 데이터 전송 결과를 검사하고 유휴 시간 동안 전체 드라이브를 사전 예방적으로 스캔하여 

미디어 결함을 모니터링합니다. 블록이 불량으로 파악되면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필요하면 물리적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재구축합니다. 

• 이를 위해 남겨둔 드라이브의 다른 영역에 결함 블록을 다시 매핑합니다. 

• 물리적 메모리에서 드라이브의 다시 매핑된 블록으로 데이터를 다시 씁니다. 

디렉터가 탐지된 모든 불량 블록 주변을 매핑하므로 미디어의 결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디렉터는 탐지된 각 

불량 블록도 추적합니다. 불량 블록 수가 미리 정의한 임계값을 초과하면 주 MMCS가 스페어링 작업을 

실행하여 결함이 있는 드라이브를 교체한 다음, 고객 지원 팀에 개선 조치를 준비하도록 자동으로 알립니다. 

4.4 드라이브 스페어링 

PowerMaxOS는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예비 드라이브로 교체하여 자동으로 보호하는 범용 스페어링을 

지원합니다. 범용 스페어링은 데이터 용량의 손실 없이, 호스트에 투명하게, 그리고 사용자의 개입 없이도 사용 

중인 모든 볼륨의 데이터 가용성을 높입니다. 

이 기능은 드라이브 상태를 사전 예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애에 특정한 동향이 있는지 확인하며 드라이브별 

코드가 장애 상태의 징후를 탐지하고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NAND 미디어 블록의 오류, DRAM 버퍼 미디어의 

오류, 컨트롤러 검사 오류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PowerMaxOS에서 드라이브 장애를 탐지하면 이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같은 엔진에 연결된 예비 드라이브로 

직접 복사합니다. 데이터를 예비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쓰는 동안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는 읽기 전용으로 

설정됩니다. 예비 드라이브가 동기화되면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설정됩니다. 

예비 드라이브 동기화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가 유효한 명령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 

드라이브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하고 남아 있는 RAID 멤버를 사용하여 예비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재구축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드라이브를 교체하면 데이터가 예비 드라이브에서 새 드라이브로 복사됩니다. 

새 드라이브의 동기화가 끝나면 예비 드라이브가 다시 사용 가능한 예비 드라이브가 됩니다. 

4.4.1 예비 드라이브 수 

PowerMax 시스템은 각 엔진 뒤에 예비 드라이브가 하나씩 있습니다. 예비 드라이브는 전용 드라이브 위치에 

있습니다. 예비 드라이브는 엔진에 있는 다른 드라이브와 최대 용량 및 성능 등급이 동일합니다. 

PowerMax NVMe 백엔드 



Unisphere for PowerMax 및 Solutions Enabler 

 

 

 

최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예전의 회전식 디스크보다 수명이 더 길고,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적으로 스페어링 및 교체할 수 있도록 고급 피드백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PowerMax의 예비 

드라이브 수 요건은 철저한 분석 후 결정되었으므로 이 이상으로 예비 드라이브를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4.4.2 Solutions Enabler 명령 

Solutions Enabler는 PowerMax 어레이의 예비 드라이브와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symcfg list –v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출력 내용에서 시스템의 구성된 실제 디스크, 구성된 예비 디스크, 

사용 가능한 예비 디스크에 대한 전체 값을 볼 수 있습니다. 

Number of Configured Actual Disks 필드는 예비 디스크가 구성된 실제 디스크만 보고하고 Number 

of Configured Spare Disks 필드는 구성된 예비 디스크만 보고합니다. 

다음은 symcfg -sid <sid> list -v 명령의 실행 결과를 보여 줍니다. 

Symmetrix ID: 000197600XYZ (Local) 

Time Zone   : Eastern Standard Time 

 

    Product Model                        : PowerMax_8000 

    Symmetrix ID                         : 000197600XYZ 

 

    Microcode Version (Number)           : 5978 (175A0000) 

 

--------------------< TRUNCATED >------------------------- 

 

    Number of Configured Actual Disks    :    64 

    Number of Configured Spare Disks     :     2 

    Number of Available Spare Disks      :     2 

 

symdisk list –dskgrp_summary –by_engine은 엔진당, 디스크 그룹별로 예비 디스크 준비 비율에 

관련된 정보를 보고합니다. -detail 및 -v 옵션을 사용하면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각 디스크 그룹의 전체 디스크와 사용 가능한 예비 디스크 수에는 같은 엔진과 같은 디스크 그룹에 있는 예비 

디스크뿐만 아니라, 같은 엔진의 다른 디스크 그룹에 있더라도 디스크 공유가 허용되는 예비 디스크가 있다면 

이 역시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유 예비 디스크는 각 엔진, 각 디스크 그룹의 총 디스크 수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의 출력 결과에 있는 모든 엔진, 모든 디스크 그룹의 누적 값은 이전 예에서 본 symcfg list –v 

명령의 출력 값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디스크 그룹의 총 예비 디스크 준비 비율은 출력에 표시된 가용 용량과 예비 용량을 비교해서 계산한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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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symdisk -sid <sid> list –dskgrp_summary –by_engine 명령의 실행 결과입니다. 

         Disk             Hyper    Usable Capacity    Spare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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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gs Speed  Size         Total          Total    Avail 

Grp  Eng Cnt   LT  (RPM)  (MB)   Disk (%)    (MB)    Disk (%) Di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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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9  IE      0   29063    8  89   14880255    1  12    1 100 

   2   1   25  IE      0   29063   24  96   44640765    1   4    1 100 

   2   2   33  IE      0   29063   32  97   59521020    1   3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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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64  97  119042040 

 

Legend: 

  Disk (L)ocation: 

    I = Internal, X = External, - = N/A 

  (T)echnology: 

    S = SATA, F = Fibre Channel, E = Enterprise Flash Drive, - = N/A 

symdisk list –v 및 symdisk show 명령이 보고하는 예비 비율을 보면 디스크에 현재 사용 가능한 예비 

디스크가 하나 이상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비 디스크가 실패 상태가 아니고 다른 디스크에서 이미 

호출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symdisk -sid <sid> list –v 명령의 결과를 보여 줍니다. 

Symmetrix ID                 : 000197600XYZ 

Disks Selected               : 66 

 

  Director                   : DF-1C 

  Interface                  : C 

  Target ID                  : 0 

  Spindle ID                 : 0 

   

--------------------< TRUNCATED >------------------------- 

 

  Spare Disk                 : N/A 

  Spare Coverage             : True 

4.5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D@RE)는 전체 어레이에 백엔드 암호화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호합니다. 

D@RE 암호화는 하드웨어 기반, 어레이 내, 백엔드 암호화입니다. 백엔드 암호화는 드라이브가 시스템에서 

분리되었을 때 무단 액세스로부터 정보를 보호합니다. 

D@RE는 XTS-AES 256비트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를 사용하는 백엔드에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I/O 

모듈은 데이터를 드라이브에 쓰거나 드라이브에서 읽을 때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합니다. 데이터 드라이브, 

예비 드라이브, 프로비저닝된 볼륨이 없는 드라이브를 포함하여 구성된 모든 드라이브가 암호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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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는 키 관리를 위해 RSA™ Embedded Key Manager를 사용합니다. D@RE에서는 키가 자체 관리되므로 

볼륨 스냅샷이나 원격 사이트 사이에서 키를 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RSA Embedded Key Manager는 예비 

드라이브를 포함하여 어레이의 각 드라이브를 위한 별도의 고유 DEK(Data Encryption Key)를 제공합니다. 

D@RE는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보호하여 폐기된, 잘못 배치된, 도난당한 미디어에서 기밀 

데이터가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거나 아예 없앱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키가 안전하다면 

암호화된 데이터를 읽을 수 없습니다. 미디어를 물리적 분리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외에도, 전에 

미디어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암호화 키를 삭제하면 미디어의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D@RE: 

• 모든 PowerMaxOS 기능과 호환됩니다. 

• 지원되는 모든 로컬 드라이브 유형 또는 볼륨 에뮬레이션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 성능이 저하되거나 기존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중단하지 않고도 강력한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D@RE는 PowerMax 어레이에서 키 관리를 분리할 수 있는 KMIP(Key Management Interoperability 

Protocol)를 사용하여 외부 키 매니저와 함께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KMIP는 키 관리 서버에서 암호화 키를 

조작하기 위한 메시지 형식을 정의하는 업계 표준입니다. 외부 키 매니저는 통합 키 관리를 지원하며 

PowerMax 어레이와 기존 키 관리 인프라스트럭처 사이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D@R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Dell EMC PowerMax 제품군 보안 구성 가이드 

• Dell EMC VMAX3 및 VMAX All Flash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백서 

4.6 T10 데이터 무결성 필드  

PowerMaxOS는 트랙 형식에 대한 산업 표준 T10 데이터 무결성 필드(DIF) 블록 순환 중복 코드(CRC)를 

준수합니다. 덕분에 오픈 시스템의 경우 호스트에서 생성된 DIF CRC를 사용자 데이터와 함께 저장하여 

포괄적인 데이터 무결성 검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제어 장애 모드에 대한 추가 보호 기능도 있어 

장애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T10 표준에서 지원하는 사용자 정의 가능 블록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소와 쓰기 상태 정보는 블록 CRC의 애플리케이션 태그와 참조 태그 부분의 추가 

바이트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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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MaxOS는 T10 DIF+를 사용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더 높입니다. T10 DIF+에는 표준 T10-DIF에서는 

탐지되지 않는 오래된 데이터 주소 오류, 제어 오류, 섹터 서명 오류를 탐지하기 위한 추가 비트가 있습니다. 

T10-DIF+는 데이터가 내부 패브릭이나 드라이브 안팎으로 이동할 때, 호스트가 읽기 작업을 하여 호스트로 

돌아올 때 등 데이터가 이동할 때마다 수행됩니다. 

백엔드에는 예상 데이터에 대한 T10-DIF 코드가 저장되고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체크섬이 확인됩니다. 

또한 데이터의 각 8K에 대한 1바이트 체크섬은 (데이터와 함께 저장되지 않고) 추적 테이블에 보관되어, 

어레이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버전과 비교하는 독립적 검증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블록에서 읽고 있음을 탐지: 함께 저장된 데이터와 체크섬은 정상인데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체크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RAID 불일치: RAID 그룹의 각 데이터 블록과 패리티 블록에 유효한 체크섬이 있고 오류가 없지만, 

패리티가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각 데이터 블록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데이터 블록 

또는 패리티 블록이 오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 효율적인 전체 암호화 

PowerMaxOS 2020년 3분기 릴리스는 효율적인 전체 암호화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호스트 수준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동시에 PowerMax 어레이에서 데이터를 최대한 줄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이 기능은 다음 Thales Security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으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 VTE(Vormetric Transparent Encryption) – 고객의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에이전트 또는 

드라이버입니다. 

• DSM(Data Security Manager) – 어플라이언스로 사용할 수 있는 키 매니저이며 고객의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ales Security 소프트웨어는 Thales Security(https://www.thalesesecurity.com/)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Dell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체 암호화를 위해서는 PowerMax 디렉터당 특정 유형의 프런트엔드 I/O 모듈도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전체 암호화는 기존 PowerMax 어레이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D@RE를 지원하고, 전용 I/O 모듈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각 디렉터에 비어 있는 프런트엔드 I/O 슬롯이 있으면 됩니다. 

어레이에 효율적인 전체 암호화를 구성하면 스토리지 그룹 내에서 볼륨 단위로 선택하여 암호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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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를 할 수 있는 특성은 볼륨을 생성하는 동안 설정됩니다. 기존 볼륨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설정하거나 

설정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특성을 설정할 때 볼륨이 암호화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성이 설정된 

볼륨은 보호해야 암호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보호하려면 VTE가 활성화된 호스트와 DSM에서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암호화가 가능한 볼륨을 보호하면 모든 I/O에 대한 암호화가 활성화되고, 볼륨에 이미 있는 데이터가 아닌 

볼륨에 기록되는 모든 새 데이터가 암호화됩니다. 

보호되는 볼륨은 나중에 보호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새 I/O는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볼륨의 기존 데이터도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호스트로 다시 읽어오는 암호화된 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림 12는 효율적인 전체 암호화의 작동 방식을 간략히 표현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전체 암호화 

PowerMax의 효율적인 전체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SM 배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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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finiBand 패브릭 스위치 

가상 매트릭스가 다중 엔진 PowerMax 8000 시스템의 모든 디렉터 사이 통신을 위한 상호 연결을 생성합니다. 

이중화된 18포트 InfiniBand 패브릭 스위치가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어 데이터, 메타데이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 기술이 시스템 내 모든 디렉터를 연결하여 강력한 형태의 이중화와 성능을 이뤄내기 때문에 

모든 디렉터가 통신하는 동안 리소스를 공유하고 하나의 엔터티처럼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화를 위해 각 디렉터는 각 스위치에 연결됩니다. 각 스위치에는 이중화된, 핫 플러깅 가능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그림 13 및 그림 14는 InfiniBand 스위치의 앞면과 뒷면 모습입니다. 

 

 InfiniBand 스위치 앞면 

 

 

 InfiniBand 스위치 뒷면 

참고: 단일 엔진 시스템과 듀얼 엔진 PowerMax 2000 시스템은 패브릭 스위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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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중화된 전원 하위 시스템 

모듈형 전원 하위 시스템은 프로세싱의 중단 없이 모든 구성 요소를 현장에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이중화된 

아키텍처가 특징입니다. 

전원 하위 시스템에는 이중화를 위한 두 개의 전원 영역이 있습니다. 각 전원 영역은 별도의 전용 라인이나 

격리된 AC 전원 라인에 연결됩니다. 한 영역에서 AC 전원에 문제가 생기면 전원 하위 시스템은 다른 전원 

영역을 사용하여 계속 작동합니다. 한 전원 공급 장치 모듈에 장애가 발생하면 나머지 전원 공급 장치가 부족한 

부하를 공유해서 책임지게 됩니다. PowerMaxOS는 장애를 탐지하여 환경 오류로 보고합니다. 

각 디렉터에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실행, 모니터링, 시스템 진단을 위한 깊은 수준의 시스템 전체 통신, 

환경 제어 기능을 가진 관리 모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 모듈은 전원, 냉각 또는 연결 문제와 같은 모든 

환경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경 정보는 두 개의 이중화된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달됩니다. 각 관리 모듈은 두 이더넷 스위치에 모두 

연결되는 엔진 1의 MMCS 모듈을 제외하고 하나의 스위치에 연결됩니다. 관리 모듈 A는 이더넷 스위치 A에 

연결되고 관리 모듈 B는 이더넷 스위치 B에 연결됩니다. 또한 각 관리 모듈은 RS232 연결을 사용하여 시스템 

예비 전원 공급 장치(SPS) 중 하나를 모니터링합니다. 표준 PowerMax 8000 랙에는 LED 바가 있습니다. 이 

바는 관리 모듈에 연결되어 서비스 작업 중에 시스템이나 베이 식별에 사용됩니다.  

그림 15 는 관리 모듈의 연결 방식을 보여 줍니다. 

 

 관리 모듈 연결 

LED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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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이더넷 연결 네트워크는 모든 중요 구성 요소의 환경 이벤트를 모니터링하여 기록하고 작동 문제를 

보고합니다. 중요 구성 요소로는 디렉터 보드, 글로벌 메모리, 전원 공급 장치, 전원 라인 입력 모듈, 팬, 다양한 

전원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환경 제어 기능은 각 구성 요소의 로컬 전압을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전원 공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렉터 보드와 메모리의 온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구성 요소는 실제로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탐지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주 AC 전원에서 다음을 점검합니다. 

• AC 장애 

• 한 전원 영역으로의 전원 손실 

• DC 장애 

• DC 전원 공급 장치 간의 전류 공유 

• DC 출력 전압 

• 과전압 상태를 알리는 알림 

• 각 DC 전원 공급 장치의 전류 

• 주요 커넥터의 전압 강하 

그림 16 은 내부 이더넷 연결을 보여 줍니다. 

 

 내부 이더넷 연결 

6.1 볼팅 

캐시 크기가 커지면 캐시된 모든 데이터를 영구 저장소로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도 늘어납니다. 볼팅은 배터리 

전원으로 바꿔야 할 때 시스템 전원을 끄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시스템 전원이 

완전히 꺼지거나 시스템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PowerMaxOS는 플래시 I/O 모듈이라고 하는 전용 I/O 모듈로 

캐시 메모리 볼팅을 합니다. 플래시 I/O 모듈은 NVMe 기술을 사용하여 볼팅 시퀀스 동안 데이터를 캐시에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이중화된 전원 하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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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이온 예비 전원 공급 장치(Li-ion SPS) 모듈이 볼팅 작업 중에 배터리 백업 역할을 합니다. 엔진당 2개의 

SPS 모듈이 구성됩니다. SPS 모듈은 해당 구성의 InfiniBand 스위치에 백업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6.1.1 볼트 트리거 

볼팅이 필요하도록 시스템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볼트 트리거라고 합니다. 볼트 트리거에는 내부 가용성 

트리거와 외부 가용성 트리거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1.1.1 내부 가용성 트리거 

내부 가용성 트리거는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글로벌 메모리 데이터가 손상되면 시작됩니다. 구성 

요소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시스템이 NTV(Need to Vault) 상태를 트리거하고 볼팅이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부 트리거가 있습니다. 

볼트 플래시 가용성: NVMe 플래시 I/O 모듈은 정상 상태에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볼팅 프로세스 중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PowerMax 시스템은 플래시 I/O 모듈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교체하는 동안에도 프로세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사용 가능한 전체 

플래시 공간이 글로벌 메모리의 필요한 복사본을 겨우 저장할 수 있을 정도까지 최소로 줄어들면 NTV 

프로세스가 트리거됩니다. 이는 볼트 플래시 공간이 더 손실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글로벌 메모리(GM) 가용성: 미러링된 디렉터 쌍이 양쪽 모두 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비정상 상태가 되면 

GM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NTV가 트리거됩니다. 

패브릭 가용성: 두 패브릭 스위치가 모두 환경적으로 비정상 상태가 되면 패브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NTV가 트리거됩니다. 

6.1.1.2 외부 가용성 트리거 

외부 가용성 트리거는 글로벌 메모리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지만, 볼팅을 하여 시스템 보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외부 트리거가 있습니다. 

입력 전원: 두 전원 영역의 전원이 모두 손실되면 시스템이 볼팅을 시작합니다. 

엔진 트리거: 전체 엔진에 장애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볼팅을 시작합니다. 

DAE 트리거: 듀얼 이니시에이터 장애와 같이 시스템이 전체 DAE나 일부 DAE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구성된 RAID 멤버가 액세스 불가 상태가 되면 시스템이 볼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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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원 끄기 작업 

시스템 전원이 꺼지거나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거나 환경 조건으로 인해 볼트가 트리거되면 볼팅 절차가 

시작됩니다. 먼저 저장된 글로벌 메모리의 일부가 일관된 이미지 상태(더 이상 쓰지 않음)가 됩니다. 그런 다음 

디렉터가 글로벌 메모리의 적절한 섹션을 플래시 I/O 모듈에 써서 논리 데이터의 여러 복사본을 저장합니다. 

SPS 모듈은 볼팅 프로세스 중에 시스템의 전원을 최대 5분 동안 유지합니다. 

6.3 전원 켜기 작업 

전원을 켜는 동안 데이터를 글로벌 메모리에 다시 써서 시스템을 복원합니다. 시스템 전원이 켜지면 시작 

프로그램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하드웨어와 환경 시스템을 초기화합니다. 

•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동안 저장된 데이터에서 글로벌 메모리를 복원합니다. 이 복원 작업은 

전원 끄기 중에 저장한 각 글로벌 메모리 복사본에서 섹션을 가져와 하나의 완전한 글로벌 메모리 

복사본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장된 첫 번째 복사본의 섹션에 데이터 무결성 문제가 

있으면 이 프로세스 중에 두 번째 복사본에서 그 섹션을 가져옵니다. 

• 필요한 글로벌 메모리 데이터 구조의 정리, 데이터 구조 무결성 확인, 초기화를 수행합니다. 

시작 프로그램이 끝나고 SPS 모듈이 다른 볼트 작업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전되면 시스템이 정상 운영을 

재개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하나라도 있으면 시스템이 작동을 재개하지 않고 고객 지원 팀에 진단과 

수리를 요청합니다. 이 상태에서 Dell 지원 팀은 시스템과 통신하여 정상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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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격 지원 

원격 지원은 Dell EMC 고객 지원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PowerMax 시스템에는 PowerMax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두 개의 통합 MMCS(Management Module Control Station)가 있습니다. 

MMCS 모듈은 보안 원격 지원 게이트웨이로의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여 고객 지원 센터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MMCS를 사용하여 모든 I/O 작업의 오류와 결함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PowerMaxOS는 

정상 운영 중에 이러한 오류를 추적함으로써 오류 활동 패턴을 인식하고 하드웨어 장애가 실제로 발생하기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 오류 추적 기능은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의심스러운 구성 요소를 

차단하거나 운영 환경에서 제외하여 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격 지원을 위해 시스템은 콜홈 기능을 사용하여 Dell 지원 팀에 오류를 알리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 

Dell 지원 엔지니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원격으로 시스템 진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Dell EMC 제품을 

인바운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면 Dell 지원 팀이 시스템에 사전 예방적으로 연결하여 필요한 진단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파악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대한 연결 지원 프로그램은 강력한 

인증, 계층화된 애플리케이션 보안, 고객 지원 팀과 시스템 내부 MMCS 사이의 암호화된 터널을 사용하여 지원 

팀에 연락하는 중앙 집중식 지원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 최신 디지털 키 교환 기술을 사용합니다. 

고객 지원 팀의 누군가가 고객 위치의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고객 지원 팀에서 이 연결을 시작할 적합한 사람이라고 결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객이 알고 있는 현장 

담당자라고 해도 그 고객의 어카운트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 지원 프로그램 설계의 중요한 부분은 고객 시스템으로의 연결이 Dell Technologies에서 특별히 설계한 몇 

곳의 원격 지원 네트워크 중 하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지원 센터는 콜홈과 콜 디바이스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킹 및 보안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있습니다. 

7.1 관리 모듈 컨트롤 스테이션을 사용한 지원 

각 PowerMax 시스템에는 첫 번째 엔진(디렉터당 하나)에 두 개의 MMCS(Management Module Control 

Station)가 있습니다. MMCS는 관리 모듈과 컨트롤 스테이션(서비스 프로세서) 하드웨어를 하나의 모듈로 

결합하여 전원, 냉각, 연결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MMCS는 RS232 연결을 사용하여 

시스템 예비 전원 공급 장치(SPS) 중 하나를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각 MMCS는 내부 통신과 환경 제어 

시스템의 일부로 시스템 내의 두 내부 이더넷 스위치에 연결됩니다.  

원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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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CS는 원격 지원 기능도 제공합니다. 각 MMCS는 고객의 LAN(Local Area Network)에 연결하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Dell EMC 고객 지원 팀을 위한 원격 연결을 허용합니다. 각 MMCS는 외부 노트북 또는 KVM 

소스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디렉터 1에 위치한 MMCS를 주 MMCS라고 하며, 디렉터 2에 위치한 MMCS를 보조 MMCS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주 MMCS가 모든 컨트롤 스테이션 기능을 실행하고 보조 MMCS가 일부 기능을 

돕습니다. 주 MMCS에 장애가 발생하면 보조 MMCS가 승격된 보조 상태가 되어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MMCS 모두 고객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 시스템이 Dell 지원 팀에 오류를 보고하고 Dell 지원 

팀이 시스템에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중화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MMCS는 다음과 같은 지원 및 유지 보수 작업에 사용됩니다. 

• PowerMaxOS 업그레이드 절차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절차 

•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내부 스케줄러 작업 

• 콜홈 기능을 사용한 오류 수집, 로깅, 보고 

• Dell EMC 고객 지원 팀이 원격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 

• 구성 요소 교체 절차 

MMCS는 각 표준 PowerMax 8000 랙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LED 바를 제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LED 바는 

원격 및 현장 Dell Technologies Services 담당자가 시스템 식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7은 

MMCS의 연결 방식입니다. 

 

 MMCS 연결 

LED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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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RSA로 보호하는 보안 서비스 자격 증명 

SSC(Secure Service Credential) 기술은 어레이 디바이스에서 호스트가 시작한 작업이 아니라 서비스 

프로세서 작업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자격 증명은 로그인하는 사용자, 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자격 증명이 유효한 기간, 서비스 담당자가 수행한 작업(symaudit 로그에서 확인 가능)에 대한 감사 

활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MMCS 또는 기타 내부 기능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SSC는 현장 로그인과 원격 로그인을 모두 처리합니다. 

서비스 액세스 인증, Dell 지원 팀의 승인, SC(사용자 ID 정보)가 제한된 액세스(MMCS, Dell 지원 팀의 내부 

기능)와 같은 보안 기능은 고객에게 드러나지 않게 진행됩니다. 액세스는 호스트 수준뿐만 아니라 사용자 

수준에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 ID 정보는 어레이 내에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암호화됩니다. 

MMCS 기반 기능은 인증된 사용자별 Solutions Enabler 액세스 제어 설정을 준수하여 SRDF 연결 시스템과 

같이 공유 환경에서 소유하지 않은 디바이스의 보기 또는 제어를 제한합니다. 

원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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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성 요소 수준의 서비스 가용성 

PowerMax 시스템은 구성 요소 장애로부터 보호하고 정보에 지속적이고 중단 없이 액세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체 구성 요소 수준의 이중화를 유지합니다.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도 구성 요소를 교체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고객 지원 엔지니어는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원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채널 경로를 

오프라인으로 바꾸거나, 장치의 전원을 끄지 않고도 새 구성 요소를 설치하고, 초기화하고, 온라인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듈형 설계는 장애가 발생해도 운영 중단 없이 구성 요소를 교체할 수 있어 서비스 가용성을 높입니다. 또 

부품 수가 적어 장애 지점이 줄어듭니다. 

PowerMax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 모든 주요 구성 요소를 운영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엔진 구성 요소: 

- 디렉터 보드 및 메모리 모듈 

- I/O 모듈: 

> Fibre Channel SCSI 

> Fibre Channel NVMe 

> iSCSI 

> FICON 

> eNAS(임베디드 NAS) 

> PCIe(백엔드) 

> 플래시(볼트) 

> SRDF 압축 

> 인라인 압축 및 중복 제거 

- 관리 모듈 또는 관리 모듈 컨트롤 스테이션: 

- IB(InfiniBand) 모듈 

- 전원 공급 장치 

- 팬 

• DAE(Disk Array Enclosure) 구성 요소: 

- NVMe 드라이브 

- LCC(Link Control Card) 

- 전원 공급 장치 

- PCIe 케이블 

구성 요소 수준의 서비스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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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 구성 요소: 

- InfiniBand 스위치 

- 이더넷 스위치 

- SPS(Standby Power Supply) 

- PDU(Power Distribution Unit) 

8.1 Dell Technologies 내부 QE 테스트 

Dell Technologies QE(Quality Engineering) 팀은 모든 FRU에 대한 철저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각 FRU는 

아주 구체적인 통과 또는 실패 기준에 따라 각 코드 수준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거칩니다. 

표준 테스트는 Dell Technologies 현장 담당자가 사용하는 GUI 방식의 스크립트로 작성된 교체 절차를 

검증합니다. 테스트는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각 FRU를 교체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스크립트로 작성된 절차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며 사용하기 쉬운지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운영 구성 요소에 대해 수행되는 간단한 교체 절차입니다. 

구성 요소 또는 전원에 오류를 주입하거나 핫 스왑 방식으로 분리하여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에는 비표준 

테스트도 수행됩니다. 이러한 테스트에는 교체 절차 중에 의도적으로 다른 장애가 발생하도록 유발하는 

네거티브 테스트도 포함됩니다. 핫 스왑 방식으로 드라이브를 분리하면 예비 드라이브가 호출되지 않음에 

유의하십시오. 이는 디바이스가 손상되지 않았음을 시스템이 알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예비 드라이브 호출과 전체 재구축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드라이브를 복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거티브 테스트는 교체 절차가 오류를 올바르게 탐지하고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거티브 테스트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잘못된 구성 요소를 교체 

• 호환되지 않는 구성 요소로 교체 

• 구성 요소를 결함이 있는 구성 요소로 교체 

•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더 낮은 코드를 가진 구성 요소로 교체 

• 다운그레이드가 필요한 더 높은 코드를 가진 구성 요소로 교체 

• 같은 구성 요소로 교체하고, 같은 구성 요소를 사용 중임을 스크립트가 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리는지 

확인 

• 구성 요소를 잘못 교체(케이블을 잘못 연결하거나 잘못 장착) 

• 교체 절차 중에 시스템 볼트 저장(시스템 전원 꺼짐) 작업을 시작 

구성 요소 수준의 서비스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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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DF R1 어레이에서 RAID 그룹 장애를 생성하고 로컬 호스트가 R2 어레이의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계속 작동하는지 확인 

- 드라이브를 교체하고 원격 R2 어레이에서 RAID 데이터를 재구축 

- RAID 1 또는 RAID 5 그룹의 드라이브 2개와 RAID 6 그룹의 드라이브 3개로 테스트 

- SRDF/Metro, SRDF/S, SRDF/A를 사용하여 테스트(스필오버 상태가 아닐 때) 

표준과 비표준 테스트 모두 어레이에서 고객이 실행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워크로드를 사용하여 모든 시스템 

모델과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동일한 구성 요소나 다른 구성 요소를 나중에 교체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반복해서 수행합니다. 현장에서 장애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성 요소나 복잡한 구성 요소의 교체는 보통 더 자주 테스트됩니다. 

구성 요소 수준의 서비스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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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중단 업그레이드 

9.1 PowerMaxOS 업그레이드 

PowerMaxOS의 임시 업데이트는 RCM(Remote Change Management) 팀이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성능 알고리듬, 오류 복구, 보고 기술, 진단, PowerMaxOS를 향상시키고 버그를 

해결합니다. PowerMaxOS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PowerMaxOS 코드를 로드하는 동안 RCM 팀원이 새 PowerMaxOS 코드를 MMCS로 다운로드합니다. 

새 PowerMaxOS 코드는 디렉터 내의 EEPROM 영역으로 로드되며 제어 저장소에서 핫 로드가 요청될 때까지 

유휴 상태로 유지됩니다. 시스템은 모든 디렉터가 로드될 때까지 각 디렉터 하드웨어 리소스 내의 실행 가능한 

PowerMaxOS 코드를 로드합니다. 

실행 가능한 PowerMaxOS 코드가 로드되면 모든 디렉터 사이에서 동기화되는 내부 처리 작업을 거쳐 6초 

이내에 새 코드가 작동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고객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 디렉터는 호스트 프로세서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도 유지됩니다. 구성 요소 다운타임, 운영 중단 업그레이드, 페일오버 또는 

페일백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LUN 소유권 전환이나 무단 액세스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Fibre 

Channel 포트의 연결이 끊기지 않으며 서버에 로그아웃이나 로그인이 표시되지 않습니다(패브릭 RSCN 없음). 

수년간 애플리케이션에 아무런 영향 없이 진행되어 온 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다운그레이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9.2 eNAS 업그레이드 

PowerMaxOS는 기존 어레이를 중단하지 않고도 eNAS(Embedded NAS)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eNAS를 기존 구성에 간단히 추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절한 용량, 캐시, 처리 능력을 위해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한지 Dell EMC 업그레이드 계획 프로세스가 판단하게 됩니다. 

PowerMaxOS 2020 3분기 릴리스에는 PowerMaxOS와 독립적으로 eNAS 코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eNAS만 업그레이드할 경우 RCM 팀이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9.3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PowerMax 어레이에 다음을 포함한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모든 업그레이드는 운영 중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중단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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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 캐시 

• I/O 모듈 

• 용량 

9.3.1 용량 업그레이드 

기존 DAE의 사용 가능한 드라이브 슬롯에 드라이브를 추가하거나 시스템에 엔진을 추가하는 과정의 일부로 

시스템에 용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새 용량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쓰기 작업이 발생하면 사용 

가능한 용량이 가장 많은 드라이브(이 경우 새 드라이브) 위주로 해서 시스템 전체에 분산됩니다. 새로 추가된 

드라이브의 TDAT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도 압축 풀 전체에 분산시키기 위해 백그라운드로 균형을 새로 

조절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PowerMaxOS는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각 압축 풀을 적절한 균형 상태로 

전환합니다. 호스트 I/O는 백그라운드 작업보다 우선하여 실행됩니다. 따라서 균형을 이루는 데 걸리는 전체 

시간은 전체 시스템 활동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 용량, 사용된 용량, 새로 추가된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중단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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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imeFinder 및 SRDF 복제 소프트웨어 

10.1 TimeFinder를 사용한 로컬 복제 

Dell EMC TimeFinder™ 소프트웨어는 백업, 의사 결정 지원, 데이터 웨어하우스 교체 또는 운영 데이터에 

동시에 액세스해야 하는 기타 프로세스에 사용할 수 있는 볼륨의 지정 시점 복사본을 제공합니다. 

TimeFinder SnapVX는 확장성이 뛰어나고 효율적이며 사용이 쉽습니다. 

SnapVX는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은 데이터 볼륨의 스냅샷과 클론을 제공합니다. SnapVX는 소스 볼륨당 최대 

1,024개의 자동화된 스냅샷을 지원하며, 오버헤드가 적고 관계 추적이 간단한 버전을 사용하여 추적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스냅샷에 이름을 할당할 수 있으며 각 스냅샷에 자동 만료 날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napVX는 하나의 작업으로 어떤 스토리지 그룹이든 일관된 지정 시점 복사본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스 볼륨당 최대 1,024개의 타겟 볼륨을 연결하여 포인터 기반 또는 전체 복사본으로 읽기/쓰기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지정된 보존 만료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스냅샷이 삭제되지 않는 보안 스냅샷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SnapVX는 다음 Dell EMC 제품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 AppSync 

• PowerProtect Storage Direct 

• RecoverPoint 

• zDP 

10.2 PowerMaxOS 2020년 3분기 릴리스 SnapVX 업데이트 

10.2.1 스냅샷 정책 

스냅샷 정책은 스토리지 어레이 내부에서 실행되는 높은 가용성의 유연한 정책 엔진을 사용하여 SnapVX 

스냅샷을 자동으로 스케줄링합니다. 스냅샷 정책은 Dell EMC Unisphere™ for PowerMax, REST API, 

Solutions Enabler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정책은 언제 스냅샷을 생성할지, 얼마나 많은 스냅샷을 생성할지, 각 스냅샷을 얼마나 유지할지 

지정하는 규칙을 사용하여 맞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규칙에 맞지 않으면 알림을 보내도록 규정 준수 

요건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서로 다른 일정과 보존 매개변수를 

가진 여러 정책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각 정책은 오픈 시스템과 메인프레임 애플리케이션이 혼합된 

경우에도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TimeFinder 및 SRDF 복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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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 정책은 사용자에 의한 유지 보수가 거의 필요하지 않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별도의 요구가 있으면 관리자가 스냅샷 정책으로 보호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스냅샷을 수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림 18 에서 정책 매개변수를 볼 수 있습니다. 

 

 스냅샷 정책 생성/수정 창 

10.2.2 클라우드 스냅샷 

Cloud Mobility for Dell EMC PowerMax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Dell EMC ECS™, AWS, 

Microsoft Azure)에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여기서 데이터를 어레이로 다시 가져오고, AWS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시스템 스냅샷 이동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TimeFinder SnapVX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Dell EMC TimeFinder SnapVX 로컬 복제 기술 노트 

• Dell EMC PowerMax 및 VMAX All Flash: 스냅샷 정책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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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SRDF를 사용한 원격 복제 

SRDF(Symmetrix Remote Data Facility) 솔루션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재해 복구와 데이터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RDF는 같은 공간, 같은 캠퍼스 또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2개, 3개 또는 4개의 

어레이 사이에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 SRDF 동기형(SRDF/S) 

- 200km 이내에 위치한 어레이에 실시간 복사본을 유지합니다. 

- 운영 호스트의 쓰기 요청은 원격 어레이에서 캐시에 쓸 때 로컬 어레이에서 승인됩니다. 

• SRDF 비동기형(SRDF/A) 

- 무제한 거리에 위치한 어레이에 종속적 쓰기를 하고 일관된 복사본을 유지합니다. 

- 운영 호스트의 쓰기는 로컬 어레이에서 즉시 승인됩니다. 따라서 복제가 호스트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원격 어레이의 데이터는 보통 주 사이트보다 몇 초 늦습니다. 

SRDF 재해 복구 솔루션은 "액티브 원격" 미러링과 종속적 쓰기 논리를 사용하여 일관된 데이터 복사본을 

만듭니다. 종속적 쓰기 정합성은 애플리케이션을 원격 위치에서 재시작할 때 트랜잭션 정합성을 보장합니다. 

SRDF는 다양한 RPO(Recovery Point Objective)와 RTO(Recovery Time Objective)를 충족하도록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SRDF로 온전한 솔루션을 만들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하나, 둘 또는 세 개의 원격 어레이에 실시간(SRDF/S) 또는 종속적 쓰기 정합성(SRDF/A) 복사본을 

만듭니다. 

• 먼 거리에서도 데이터를 빠르게 옮길 수 있습니다. 

• 다음이 가능한 세 개 사이트로 구성된 재해 복구 환경을 만듭니다. 

- 비즈니스 연속성 

- 데이터 손실 제로 

- 재해 복구 재가동 

SRDF를 다른 Dell EMC 제품과 통합하여 온전한 솔루션을 만들면 다음이 가능합니다. 

• 재해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다음을 유지: 

- 비즈니스 연속성 

- 데이터 손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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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환경에서 작업을 재시작. 

- 예를 들어 Microsoft 페일오버 클러스터가 있는 Microsoft Cluster Server가 있습니다. 

• 대체 로컬 서버나 원격 서버에서 재시작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자동화합니다. 

• VMware 환경에서 재시작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10.3.1 종속형 SRDF, SRDF/Star 지원 

종속형 SRDF 구성은 사이트 B와 C 사이의 SRDF/A 미러링이 포함된 3개 사이트 원격 복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재해 복구 재가동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그림 19 는 종속형 SRDF 솔루션의 예입니다. 

 

 종속형 SRDF 

SRDF/Star는 보통 재해 복구 시 최고의 회복탄력성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SRDF/Star는 세 개의 

사이트로 구성되어 나머지 두 사이트 사이의 데이터 손실 없이 SRDF/A를 재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원격 

데이터 미러링하고 재해 복구 재가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림 20 은 종속형 및 동시형 SRDF/Star 솔루션의 예입니다. 

 

 SRDF/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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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SRDF/Metro 지원 

SRDF/Metro는 원격(R2) 장치 가용성과 관련한 SRDF 동기형 모드의 기존 동작을 크게 변경하여 고가용성 

환경에서 호스트 애플리케이션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SRDF/Metro를 사용하면 SRDF R2 디바이스가 

호스트에 읽기/쓰기 액세스를 할 수 있으며 주 R1 디바이스의 통합된 고유 특성(지오메트리, 디바이스 WWN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R2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통합된 고유 특성을 제공하면 R1 디바이스와 R2 

디바이스가 호스트에 하나의 가상 디바이스로 표시됩니다. R1과 R2 디바이스에 모두 액세스할 수 있고 한 

호스트나 여러 호스트(클러스터의 경우)가 SRDF/Metro를 사용하여 R1과 R2 디바이스 모두에 읽기/쓰기를 할 

수 있으므로 각 복사본을 최신 상태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쌍으로 구성된 SRDF 디바이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기 충돌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 21 은 SRDF/Metro 솔루션의 예입니다. 

 

 SRDF/Metro 

왼쪽에 있는 것은 독립 실행형 호스트가 포함된 SRDF/Metro 구성으로, PowerPath와 같은 경로 다중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두 어레이(R1 및 R2 디바이스) 모두에 대한 읽기/쓰기 액세스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이 가능한 것은 호스트로의 추가 경로를 사용하여 R1 디바이스의 고유 특성을 쌍을 이룬 

R2 디바이스에 통합해 하나의 가상화 디바이스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클러스터링된 호스트 환경으로, 각 클러스터 노드가 개별 어레이에 대한 전용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두 경우 모두 R1 또는 R2 디바이스에 쓰면 SRDF로 쌍을 이룬 디바이스에 동기적으로 

복사됩니다. 쌍을 이룬 SRDF/Metro 디바이스 사이에서 쓰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쌍으로 구성된 SRDF 

디바이스 사이의 일관된 이미지가 각 호스트 또는 호스트 클러스터에 유지되도록 내부에서 충돌이 해결됩니다.  

Solutions Enabler, Unisphere for PowerMax, REST API를 사용하여 SRDF/Metro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RDF/Metro를 관리하려면 두 어레이에서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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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원격 어레이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I/O 

R1 사이트에 로컬인 애플리케이션은 R1 어레이에서 이중화 RAID 오류가 발생해도 원격 R2 어레이를 사용해 

데이터에 계속 액세스합니다. 거리에 따라 응답 시간에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로컬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없더라도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어레이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I/O 

이 핵심 기능은 오랫동안 SRDF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으며 원래는 로컬 RAID 스키마가 구현되기 전에도 

드라이브를 교체한 후 씩 원격 어레이에서 씩 볼륨의 전체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재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가상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는 PowerMax 어레이에서는 전체 TDEV에 대한 원격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고 트랙별로 처리됩니다. 

영향을 받은 드라이브를 교체하거나 복구한 후 원격 어레이에서 로컬 RAID 그룹이 재구축됩니다. 호출된 예비 

드라이브는 RAID 멤버 대신 재구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RAID 멤버에서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면 둘 

모두를 동시에 복구하고 재구축할 수 있습니다. 교체 후 첫 번째 드라이브를 재구축하는 동안 두 번째 

드라이브에 오류가 발생하면, 원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첫 번째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재구축하고 두 번째 

드라이브는 로컬로 재구축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재구축하는 동안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SRDF/Metro, SRDF/S, SRDF/A(스필오버 상태가 아닌 경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RDF 구성은 

원격 어레이에서 데이터에 원격으로 액세스하고 RAID 데이터를 재구축할 수 있으므로 RAID 6 보호의 성능 

저하 없이 RAID 5의 효율성과 성능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플래시 드라이브는 MTBPR(Mean Time 

Between Replacement)이 뛰어나고 대부분의 교체는 능동적이므로 동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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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Dell EMC VMAX All Flash Lab Validation Report, IDC 2017년 

IDC는 Dell EMC VMAX All Flash 어레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진행하면서 SRDF/동기 방식을 사용하는 

RAID 그룹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손실 없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습니다. 다음은 전에 

발표된 IDC Lab Validation Report Dell EMC VMAX All Flash: Essential Capabilities for Large Enterprise 

Mixed Workload Consolidation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IDC의 의견: 처음 장애가 발생했을 때와 장애가 발생한 리소스를 다시 설정한 이후를 포함하여 장애 주입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활성 볼륨이 계속 매끄럽게 작동했습니다... I/O가 끊기지 않았으며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았고, 이 경우(비교적 가벼운 워크로드) 전체 시스템 성능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전체 장애 

주입 테스트 동안 어레이는 지정된 Diamond 서비스 수준을 계속 충족했습니다. 

RAID 5 구성에서 두 로컬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I/O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기: 
• VMAX 950F와 VMAX 250F를 사용하여 SRDF/동기 구성을 설정했으며 데이터는 두 위치 모두에 

미러링되었습니다. 각 어레이의 SSD는 RAID 5로 별도로 보호했습니다. 

 

• 인공 워크로드는 SRDF/동기 방식을 사용하여 두 어레이로 미러링된 볼륨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생성되었습니다. 이 워크로드는 각 어레이의 정격 성능 중 20% 미만만 사용하기 때문에 "경량" 

워크로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VMAX 950F에서 하나의 RAID 5 RAID 그룹으로 묶인 두 SSD에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여 듀얼 

드라이브 장애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장애"는 Solutions Enabler 명령인 symdisk –sid <sid> list –

failed를 실행하여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로 인해 Unisphere에서 경고가 생성되고 다이얼 홈 

요청도 생성됩니다. 

 

• I/O에 미치는 영향은 IOmeter를 사용하여 처리량과 대기 시간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SRDF 미러링 

볼륨과 비교하여 계산했습니다. 장애가 발생해도 디바이스로의 I/O가 중단되지 않고 (SRDF 링크를 

사용한 읽기를 사용해) 원격 미러에 의해 I/O가 이루어졌으며 장애가 해결될 때까지 스토리지 

레이턴시나 처리량에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테스트 내내 볼륨은 Diamond 서비스 수준을 계속 

충족했습니다. 

 

• 이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확장된 클러스터 구성의 경우 이렇게 동시 장애가 발생하면 운영 중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구성에서는 시스템이 대상 어레이의 미러링된 볼륨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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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발생한" SSD가 다시 켜졌고, 스토리지 레이턴시나 처리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스템이 

백그라운드 재동기화(운영 중단 동안 미러링된 볼륨에 쓴 데이터의 양이 5MB 미만이므로 아주 짧은 

시간)를 처리했으며, 볼륨을 VMAX 950F와 VMAX 250F 전체에서 완전히 동기화된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10.5 PowerMaxOS 2020년 3분기 릴리스 SRDF 업데이트 

VMware vVol을 위한 SRDF/A 지원: EVASA(Embedded VASA) 3.0 Provider는 RPO 5분으로 VMware® 

vSphere® vVol(Virtual Volumes™)을 위한 SRDF/A 복제를 지원합니다. EVASA는 새 PowerMax 어레이에서만 

지원되며 기존 어레이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SRDF/Metro Smart DR: SRDF/Metro와 SRDF/A를 통합하여 SRDF/Metro 액티브/액티브 환경을 위한 

고가용성 재해 복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mart DR은 SRDF/Metro 쌍 솔루션의 R1 또는 R2 볼륨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의 비동기형 타겟 R22 볼륨을 

제공합니다. R1과 R2가 하나의 비동기형 R22 볼륨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설정, 유지 보수 

기능, 시스템 요구 사항이 단순화되고 하나의 타겟 시스템에 필요한 디스크 공간이 줄어듭니다. 

Smart DR은 메트로 환경을 유지하면서 DR 사이트로 페일오버하거나 페일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Smart DR은 기존 SRDF/Metro 환경에서 운영 중단 없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TimeFinder 및 SRDF 복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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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은 SRDF/Metro Smart DR을 보여줍니다. 

 

 SRDF/Metro Smart DR 

 

SRDF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Dell EMC PowerMax 제품군 가이드 

• Dell EMC SRDF/Metro 개요 및 모범 사례 기술 노트 

 

TimeFinder 및 SRDF 복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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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Unisphere for PowerMax 및 Solutions Enabler 

Unisphere for PowerMax와 Solutions Enabler를 사용하여 시스템 상태와 구성 요소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툴은 최종 사용자에게 어레이의 상태를 개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툴이 문제를 보고하면 사용자는 Dell 지원 팀에 문의하여 더 심층적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접 진단이나 복구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Dell 지원 엔지니어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추가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에서 Dell 지원 팀으로 콜홈을 보내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11.1 Unisphere for PowerMax 시스템 상태 점검 

Unisphere for PowerMax에는 어레이 하드웨어의 상태를 조사하는 시스템 상태 점검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검사하고 통과 또는 실패로 결과를 보고합니다. 결과는 사용자에게 하드웨어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발견되었는지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되므로 사용자는 Dell 지원 팀에 

문의하여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태 점검 절차는 그림 그림 24 와 같이 시스템 상태 대시보드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Unisphere 시스템 상태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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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완료하는 데는 몇 분 정도 걸립니다. 완료된 후에 Run Health Check(상태 점검 실행) 링크를 

클릭하면 그림 25 에 표시된 형식으로 테스트 결과가 표시됩니다. 

 

 상태 점검 결과 

11.2 Unisphere 알림 

Unisphere for PowerMax에는 구성 요소 장애에 대한 알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림은 선택 사항이며 

기본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알림의 목적은 사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런트엔드 I/O 모듈에 장애가 발생하면 포트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백엔드 I/O 모듈과 같은 내부 구성 요소의 장애에 대한 알림은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콜홈을 

실행해 Dell EMC 고객 지원 팀에 오류를 알리기 때문입니다. 

구성 요소 장애에 대한 다음 알림을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어레이 이벤트 

• 어레이 구성 요소 이벤트 

• 디렉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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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상태 

• 환경 알림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Unisphere for PowerMax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Unisphere for PowerMax 알림 설정 

11.3 Solutions Enabler 명령 

Solutions Enabler는 앞서 설명한 예비 드라이브 명령 외에도 구성 요소 상태를 보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제공합니다. 

• symcfg -sid <sid> list -env_data 

Symmetrix ID               : 000197600XYZ 

Timestamp of Status Data   : 08/14/2019 13:11:23 

     

System Bay 

 

      Bay Name                             :    SB-1 

      Number of Standby Power Supplies     :    2 

      Number of Drive Enclosures           :    1 

      Number of Enclosure Slots            :    1 

      Number of MIBE Enclosures            :    2 

 

      Summary Status of Contained Modules 

        All Standby Power Supplies         :    Normal 

        All Enclosures                     :    Normal 

        All Link Control Cards             :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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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Drive Enclosures Power Supplies:    Normal 

        All Enclosure Slots                :    Normal 

        ALL Enclosure Slots Power Supplies :    Normal 

        All Fans                           :    Normal 

        All Management Modules             :    Normal 

        All IO Module Carriers             :    Normal 

        All Directors                      :    Normal 

        All MIBE Enclosures                :    Normal 

        ALL MIBE Enclosures Power Supplies :    Normal 

• symcfg -sid <sid> list -env_data -v 

      Bay Name                             :    SB-1 

      Bay LED state                        :    Normal 

      Front Door Bay LED state             :    Normal 

      Number of Standby Power Supplies     :    2 

      Number of Drive Enclosures           :    1 

      Number of Enclosure Slots            :    1 

      Number of MIBE Enclosures            :    2 

 

      Status of Contained Modules 

        Standby Power Supplies 

          SPS-1A (Aggregate)               :    Normal 

            SPS-TRAY-1A                    :    Normal 

            -1A                            :    Normal 

          SPS-1B (Aggregate)               :    Normal 

            SPS-TRAY-1B                    :    Normal 

            -1B                            :    Normal 

 

        Drive Enclosure Number             :    1 

          Drive Enclosure State            :    Normal 

          LCC-A                            :    Normal 

          LCC-B                            :    Normal 

          PS-A                             :    Normal 

          PS-B                             :    Normal 

 

        Enclosure Slot Number              :    1 

          Enclosure Slot State             :    Normal 

          MM-1                             :    Normal 

          MM-2                             :    Normal 

          DIR-1                            :    Normal 

            PS-A                           :    Normal 

            PS-B                           :    Normal 

            FAN-0                          :    Normal 

            FAN-1                          :    Normal 

            FAN-2                          :    Normal 

            FAN-3                          :    Normal 

            FAN-4                          :    Normal 

            BOOT-DRIVE-0                   :    Normal 

          DIR-2                            :    Normal 

            PS-A                           :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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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B                           :    Normal 

            FAN-0                          :    Normal 

            FAN-1                          :    Normal 

            FAN-2                          :    Normal 

            FAN-3                          :    Normal 

            FAN-4                          :    Normal 

            BOOT-DRIVE-0                   :    Normal 

 

        MIBE Name                          :    MIBE-A 

          MIBE State                       :    Normal 

          PS-A                             :    Normal 

          PS-B                             :    Normal 

          CM                               :    Normal 

 

        MIBE Name                          :    MIBE-B 

          MIBE State                       :    Normal 

          PS-A                             :    Normal 

          PS-B                             :    Normal 

          CM                               :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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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약 

PowerMax 제품군 플랫폼은 이중성이 높은 아키텍처를 통합하여 데이터 센터의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총 

소유 비용을 낮추는 구성으로 아주 안정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PowerMaxOS는 서비스 수준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비저닝과 같은 기술을 사용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스토리지 관리를 편리하게 만들고, 볼팅, 디스크 스페어링, RAID와 같은 개념을 사용한 향상으로 데이터 

가용성을 높입니다. 로컬 복제 제품인 TimeFinder SnapVX와 원격 복제 제품인 SRDF는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입니다. 서비스 가용성이 높아 구성 요소 교체가 빠르고 쉽습니다. 

시스템의 향상된 신뢰성, 가용성, 서비스 가용성 덕분에 PowerMax는 정보에 대한 중단 없는 액세스가 필요한 

중요 애플리케이션과 24x7 환경에 최적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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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술 지원 및 리소스 

Dell.com/support는 검증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여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스토리지 및 데이터 보호 기술 백서 및 비디오는 고객이 Dell EMC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A.1 관련 리소스 

다음 참조 정보와 제품 설명서는 dellemc.com, support.dell.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Dell EMC PowerMax 제품군 가이드 

• Dell EMC TimeFinder SnapVX 로컬 복제 기술 노트 

• Dell EMC SRDF/Metro 개요 및 모범 사례 기술 노트 

• Dell EMC PowerPath 제품군 가이드 

• Dell EMC PowerMax 제품군 보안 구성 가이드 

• Dell EMC VMAX3 및 VMAX All Flash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백서 

http://www.dell.com/support
https://www.dell.com/storageresour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