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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기업 환경에서는 기존 트랜잭션 처리나 데이터 웨어하우징, 그리고 소셜, 모바일 및 빅데이터 환경에 연결된 

새로운 세대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에 즉각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T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플랫폼을 재정립하여 차세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형성하는 데 이러한 두 세계 간 가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Dell EMC™ PowerMax 및 VMAX™ All Flash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는 VMAX의 활용 범위를 파일 스토리지까지 

확대하여 고객이 미션 크리티컬 블록 및 파일 리소스를 한곳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PowerMax 및 VMAX All Flash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를 통해 고객은 데이터 가용성을 크게 

높이고 운영을 간소화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상 

이 문서는 다음 PowerMax 및 VMAX 제품군의 eNAS(Embedded NAS) 및 구성 요소 및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Dell EMC PowerMax 제품군(2000 및 8000) 

• Dell EMC VMAX All Flash 제품군(250F/FX, 450F/FX, 850F/FX 및 950F/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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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AS 아키텍처 

아래 다이어그램은 eNAS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eNAS 아키텍처 

1.1 Management Module Control Station  

MMCS(Management Module Control Station)는 전원, 냉각 및 연결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MMCS에는 고객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2개의 네트워크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Dell Technologies 고객 지원을 위한 원격 연결을 허용하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게이트웨이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1.2 Network Address Translation 게이트웨이: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게이트웨이는 외부 IP 주소와 내부 IP 주소 간의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며 

2개의 MMCS에 각각 별도의 네트워크 연결을 활용합니다. 

PowerMax에는 eNAS에 대해 각 NAT 게이트웨이당 하나씩 두 개의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 IP 주소가 

있습니다. 두 IP 주소는 모두 CS의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에 매핑되고 소스는 그에 따라 라우팅됩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연결의 경우 PowerMax에서 NAT 게이트웨이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IP 주소 중 하나를 

사용하여 CS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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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에서 생성된 모든 통신에 사용되는 기본 경로(처음에 NAT1 사용)도 있습니다. 기본 게이트웨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른 NAT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도록 경로를 변경됩니다. NAT 게이트웨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경로로 스위치를 업데이트하는 모니터링 데몬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IPv4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IPv4에 대해 Active/Active 입니다. IPv6의 경우 두 

게이트웨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Active/Passive입니다. IPv6의 경우, CS는 

하나의 NAT IP 주소(처음에 NAT1)를 통해서만 연결할 수 있으며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NAT를 사용하여 

CS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3 Control Station 

컨트롤 스테이션은 Data Mover라고 하는 파일 측 구성 요소에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컨트롤 스테이션은 

Data Mover 전원 주기와 상태 및 상태 모니터링, 페일오버를 담당합니다. 이중화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 

CS(컨트롤 스테이션)와 그에 일치하는 보조 CS로 구성됩니다. 

1.4 Data Mover  

Data Mover는 PowerMax에서 생성된 스토리지 그룹의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NAS 프로토콜(예: NFS 및 

CIFS)을 지원하는 I/O 모듈을 사용하는 호스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1.5 Data Mover I/O 옵션 

PCI 패스스루를 사용하여, Data Mover의 NAS 서비스에 다음 I/O 모듈이 지원됩니다. 

• 4포트 1Gb BaseT 이더넷 동 모듈 

• 2포트 10Gb BaseT 이더넷 동 모듈 

• 2포트 10Gb 이더넷 Optical 모듈 

• 테이프 사용에 대한 NDMP 백업을 위한 4포트 8GB Fibre Channel 모듈 DM당 최대 1개가 있습니다. 

참고: 

• 4포트 8GB Fibre Channel 모듈은 별도로 주문할 수 있으며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각 Data Mover에 대해 하나 이상의 이더넷 I/O 모듈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PowerMax 및 VMAX All Flash는 기본적으로 단일 2포트 10GB 옵티컬 I/O 모듈과 함께 

제공됩니다.  

• 모듈을 추가하려면 RPQ 또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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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 비교 

아래 표는 eNAS를 제공하는 VMAX 모델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용량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VMAX with eNAS 모델 비교 

 

a) VMAX 400K에서 4개가 넘는 소프트웨어 Data Mover를 지원하려면 HYPERMAX OS 5977.813.785 이상이 필요합니다. 

b) 850F/FX 및 950F/FX는 최대 4개의 Data Mover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PQ를 통해 Data Mover를 6개 또는 8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c) VMAX 100K 소프트웨어 Data Mover당 최대 256TB의 가용 용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HYPERMAX OS 5977.813.785 이상부터는 

VMAX 200K, 400K, 450F, 850F, 950F 소프트웨어 Data Mover당 최대 512TB의 가용 용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eNAS를 제공하는 PowerMax 모델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용량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PowerMax with eNAS 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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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st Practice 

3.1 사전 eNAS의 크기 

사이징 시 eNAS를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를 사전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3.2 네트워크 연결 

3.2.1 포트 I/O 모듈 연결 

eNAS I/O 모듈은 eNAS 전용이며 다른 연결에 공유할 수 없습니다. 성능 및 가용성을 위해 호스트에서 eNAS 

연결을 계획할 때 각 Data Mover에서 네트워크에 2개 이상의 물리적 포트를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호스트에서 네트워크로 포트를 2개 이상 연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eNAS는 구성 요소 장애가 발생해도 

호스트 I/O를 계속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성능과 가용성을 위해서는 여러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Data Mover에 분산합니다. Data Mover에서 생성된 각 NAS 공유는 Data Mover의 모든 

포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호스트가 Data Mover의 모든 포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SMB 3.0을 사용하면 

호스트에서 여러 이더넷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로드 밸런싱 및 내결함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MB 3.0 

이외의 환경에서는 선택한 Data Mover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생성하고, 이더넷 채널 

유형, 링크 집선 또는 FSN(Fail Safe Network)을 선택합니다.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VNX 설명서에서는 가상 이더넷 디바이스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결해야 하는 케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엔진의 상자 후면에 있는 검은색 고객 커넥터에서 네트워크 케이블 2개(디렉터당 1개) 

• SLIC에서 IP 스토리지 네트워크로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 2개(디렉터당 1개) 

https://support.emc.com/products/36656_VNX2-Series/Documentation/
https://support.emc.com/products/36656_VNX2-Series/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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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10GB I/O 모듈 사용 

• NAS 데이터는 Data Mover에 의해 클라이언트에 표시됩니다.  

• 고성능 워크로드의 경우 10GB I/O 모듈과 점보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000바이트 MTU) 

참고: 전체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도 점보 프레임을 지원해야 합니다. 

• 대역폭 집선 또는 로드 밸런싱을 위해 Data Mover 포트의 링크 집선이 필요한 경우 LAC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3.3 스토리지 그룹 고려 사항 

다음을 위해 여러 스토리지 그룹/nas_pool을 생성합니다. 

• 별도의 워크로드 

• 특정 성능 목표가 있는 경우 리소스를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3.4 서비스 수준 및 eNAS 

PowerMaxOS의 서비스 수준은 사용자가 성능 요구 사항과 비즈니스의 중요성에 따라 스토리지 그룹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성능을 보장한다는 과제를 완수합니다. PowerMaxOS는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이 우선 순위가 더 낮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정 서비스 수준을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 가능한 서비스 수준은 PowerMaxOS에 정의되어 있으며 

스토리지 그룹을 생성할 때 적용하거나 언제든지 기존 스토리지 그룹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eNAS는 PowerMax 

및 VMAX All Flash에 도입된 서비스 수준과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서비스 수준은 데이터 액세스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을 결정하는 nas_pool 스토리지 그룹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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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준은 다양한 성능 기대치와 함께 제공됩니다.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치는 타겟 응답 시간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정의됩니다. 타겟 응답 시간은 선택한 서비스 수준에 따라 스토리지 그룹에 예상되는 평균 응답 

시간입니다. 타겟 응답 시간과 함께 서비스 수준에는 상한 응답 시간 제한 또는 상한 및 하한 응답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수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werMaxOS에 대한 Dell EMC PowerMax 서비스 수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3.4.1 호스트 I/O 제한 및 eNAS 

호스트 I/O는 이전 세대 VMAX 어레이에 도입된 QoS(Quality of Service) 기능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해당 그룹에 할당된 서비스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스토리지 그룹에 특정 IOPS 또는 대역폭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NAS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스토리지 그룹에 설정된 I/O 제한은 해당 스토리지 그룹에서 생성된 

모든 파일 시스템에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스토리지 그룹 수준에서 설정된 호스트 I/O 제한이 해당 eNAS 

파일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경우 일대일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능 요구 사항이 

낮은 스토리지 그룹(파일 시스템)에 IOPS에 대한 특정 호스트 I/O 제한을 할당하면 FAST가 의도치 않게 더 

높은 계층으로 익스텐트 마이그레이션 또는 스토리지 과부하로 인한 I/O 수요 급증으로 인해 스토리지가 

포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리지 그룹에 특정 

IOPS 제한을 두면 스토리지 그룹의 총 IOPS가 제한되지만 FAST가 해당 그룹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Gold 서비스 수준을 사용하는 스토리지 그룹에는 

서비스 수준 규정 준수를 충족하기 위해 EFD 및 하드 드라이브 계층 모두에 데이터가 있을 수 있지만 호스트 

I/O 제한에 의해 설정된 IOPS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https://www.dellemc.com/en-us/collaterals/unauth/technical-guides-support-information/products/storage/h17108-dell-emc-service-levels-for-powermaxos.pdf
https://www.dellemc.com/en-us/collaterals/unauth/technical-guides-support-information/products/storage/h17108-dell-emc-service-levels-for-powermaxo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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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파일 시스템 고려 사항 

3.5.1 자동 확장 

파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장될 최대 크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최대 크기의 상한값은 16TB입니다. 최대 

크기가 실제 파일 시스템 크기보다 큰 경우 설정하는 최대 크기는 관리자에게 제공되는 파일 시스템 

크기입니다.  

참고: 자동 파일 시스템 확장은 이 파일 시스템을 위한 스토리지 풀에서 자동적으로 공간을 예약하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자동 확장 작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스토리지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가 최대 크기 설정보다 작으면 자동 확장이 실패합니다. 파일 시스템이 꽉 차면 파일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용량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관리자에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파일 시스템을 수동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파일 시스템 자동 확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NX AVM을 사용한 볼륨 및 파일 시스템 관리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3.5.2 파일 시스템 생성에 자동 볼륨 관리 사용 

AVM(자동 볼륨 관리)은 볼륨 생성 및 관리를 자동화하는 Dell EMC 스토리지의 기능입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기본 볼륨을 생성 및 관리할 필요 없이 AVM을 지원하는 VNX 명령 옵션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파일 시스템을 

생성 및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 파일 시스템 확장 기능이 설정된 경우 파일 시스템이 지정된 HWM(하이 워터마크)에 도달하면 AVM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씬 프로비저닝은 자동 파일 시스템 확장과 함께 

작동하여 필요 시 파일 시스템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씬 프로비저닝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는 공간은 최대로 설정된 크기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공간의 일부만 파일 시스템에 

할당됩니다. 

AVM 기능은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를 자동으로 생성 및 관리합니다. AVM은 스토리지 시스템 종류에 상관없이 

작동하며 자동 스토리지 할당에 필요한 요구 사항은 기존(SnapSure, SRDF 및 IP 복제)과 동일합니다. 

파일 시스템을 90%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시스템이 이 임계값에 도달한다면 파일 시스템을 

확장합니다. 그 이유는 파일 시스템 용량의 10% 이상에 대해 다음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 파일 시스템 확장 

• 체크포인트 또는 스냅샷 

http://corpusweb130.corp.emc.com/upd_prod_VNX/UPDFinalPDF/en/Volumes_and_File_Systems_AVM.pdf
http://corpusweb130.corp.emc.com/upd_prod_VNX/UPDFinalPDF/en/Volumes_and_File_Systems_AV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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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파일 시스템 생성 시 볼륨 분할 옵션 

동일한 스토리지 그룹/nas_pool에서 여러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려면 볼륨 분할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성 중인 파일 시스템이 지정된 스토리지 그룹/nas_pool을 모두 사용하므로 다른 파일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5.4 자동 확장 파일 시스템에 하이 워터마크 및 최대 파일 시스템 크기 사용 

사용자가 파일 시스템의 자동 확장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HWM을 설정합니다. HWM은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확장해야 하는 비율을 지정합니다. 기본 HWM은 90%입니다. 파일 시스템이 HWM에 도달하면 사용 

가능한 용량의 크기가 HWM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파일 시스템이 확장되면 풀의 모든 

디바이스에 스트라이핑됩니다. 즉, 기본 스토리지 풀 볼륨의 양과 크기에 따라 사용된 용량이 HWM보다 1%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파일 시스템 제한을 설정하면 파일 시스템이 확장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지정됩니다. 이 최대 크기를 

지정하려면 정수를 입력하고 테라바이트의 경우 T, 기가바이트의 경우 G(기본값), 메가바이트의 경우 M으로 

지정합니다. 

이러한 변수 중 하나를 설정하지 않으면서 파일 시스템의 자동 확장을 설정하는 경우: 

• 파일 시스템이 가용 용량의 90%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 경우 파일 시스템이 자동으로 16TB까지 확장됩니다. 

파일 시스템 자동 확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NX AVM을 사용한 볼륨 및 파일 시스템 관리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3.5.5 대역폭 사용량이 많은 애플리케이션 및 I/O 제한 

eNAS에서 I/O 프로필이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스토리지 그룹에 

대해 호스트 I/O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호스트 I/O 제한은 SG에 대해 설정된 SLO에 관계없이 

어레이가 이 SG에 제공하는 트래픽의 양을 제한합니다. 

eNAS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스토리지 그룹에 설정된 I/O 제한은 해당 스토리지 그룹의 볼륨에 생성된 모든 

파일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스토리지 그룹 수준에서 설정된 호스트 I/O 제한이 해당 eNAS 파일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경우 일대일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능 요구 사항이 낮은 스토리지 그룹(파일 시스템)에 IOPS에 대한 특정 호스트 I/O 제한을 할당하면 

FAST가 의도치 않게 더 높은 계층으로 익스텐트 마이그레이션 또는 스토리지 과부하로 인해 I/O 수요 급증으로 

인해 스토리지가 포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더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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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그룹에 특정 IOPS 제한을 두면 스토리지 그룹의 총 IOPS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해당 그룹의 SLO를 

기반으로 한 FAST의 데이터 이동을 방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Gold SLO를 사용하는 스토리지 

그룹에는 SLO 규정 준수를 충족하기 위해 EFD 및 하드 드라이브 계층 모두에 데이터가 있을 수 있지만 호스트 

I/O 제한에 의해 설정된 IOPS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6 데이터 보호 

3.6.1 체크포인트에 대한 SnapSure 

파일 시스템 체크포인트는 지정된 파일 시스템의 시점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관리자와 

eNAS 사용자는 파일 시스템을 특정 시점으로 반환하여 손실되거나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이 시점부터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NAS 에 체크포인트가 필요한 경우 SnapSure 를 

사용합니다.  

SnapSure를 통해 운영 파일 시스템의 시점 논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SnapSure는 "COFM(Copy On 

First Modify)" 원칙을 사용합니다. 운영 파일 시스템은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운영 파일 시스템 내의 블록이 

수정될 경우 블록의 원래 컨텐츠를 포함하는 복제본이 SavVol이라는 별개의 볼륨에 저장됩니다. 운영 파일 

시스템의 동일한 블록에 대한 이후의 변경 사항은 SavVol으로 복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비트맵 및 블록 맵 

데이터 추적 구조에 따라 SnapSure에서 SavVol에 있는 운영 파일 시스템의 원래 블록과 운영 파일 시스템에 

변경되지 않고 남아 있는 운영 파일 시스템 블록을 읽습니다. 이러한 블록들이 결합되어 체크포인트라는 

완전한 시점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체크포인트는 읽기 전용 또는 읽기/쓰기일 수 있습니다. SnapSure를 사용하면 운영 파일 시스템을 어느 

유형의 체크포인트로나 복원할 수 있습니다. Unisphere for VNX의 데이터 보호 탭을 사용하여 체크포인트를 

생성합니다. Unisphere에서 체크포인트를 저장하는 데 사용할 파일 시스템, 체크포인트 이름 및 풀을 

선택합니다. Unisphere for VNX를 사용하여 스냅샷 간에 최소 15분 동안 자동화된 스냅샷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NDMP 백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두 스케줄이 겹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생성하는 모든 체크포인트는 다른 파일 시스템이므로 체크포인트를 생성하거나 예약할 때 생성하려는 파일 

시스템의 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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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Virtual Data Mover 및 파일 자동 복구  

eNAS는 VDM(Virtual Data Mover)를 지원합니다. VDM을 사용하면 안전한 논리적 파티션 내에서 Data Mover 

인스턴스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파일 시스템 컨테이너로, Virtual Data Mover를 동일한 Data 

Mover 컨테이너에 있는 다른 VDM으로부터 격리해 줍니다. VDM은 보안 메커니즘일 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 

페일오버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기술입니다. VDM이 파일 시스템 컨텍스트 정보(메타데이터)를 유지하므로 

페일오버 시 이러한 구조를 재구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 시스템은 논리적으로 서로 격리된 VDM 아래에 

마운트됩니다. VDM을 사용하여 고객 환경 내에서 여러 LDAP 도메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VDM과 

기본 파일 시스템을 Data Mover 간에 이동하여 물리적 Data Mover 간에 파일 로드를 재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VDM은 복제 솔루션을 구축할 때 중요합니다.  

HYPERMAX OS 5977.691.684에 새롭게 추가된 FAR(File Auto Recovery)을 사용하면 소스 eNAS 

시스템에서 대상 eNAS 시스템으로 VDM(Virtual Data Mover)을 수동으로 페일오버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페일오버 또는 이동 작업에서는 블록 레벨 SRDF(Symmetrix Remote Data Facility) 동기식 복제를 활용하므로 

예상치 못한 작업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 손실이 완벽하게 방지됩니다. 이 기능은 VDM,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 체크포인트 스케줄, CIFS 서버, 네트워킹 및 VDM 구성을 자체 nas_pool에 통합합니다. 이 기능은 

소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복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페일오버 발생 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스 시스템을 복구하고 정리하며 이를 향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VDM 페일오버는 계획된 활동 또는 재해 복구 연습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잠재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 계획된 페일오버: 계획된 페일오버를 실행할 때 -reverse 인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정된 

세션의 VDM과 모든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이 큰 문제 없이 페일오버됩니다. -reverse 인수에는 

페일오버가 완료될 때 원래 소스 사이트의 "Clean"도 포함됩니다. -reverse 인수는 타겟 사이트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 재해 복구: 소스 사이트에서 운영 중단이 발생하고 호스트가 중단될 경우 –failover 인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 대응적 조치이며 소스 호스트가 중단되면 현재 Clean 작업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소스 사이트가 복구되면 페일오버된 세션은 Clean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동으로 시작하는 페일오버 및 역방향 옵션은 Dell EMC FARM(File Auto Recovery Manager) 제품을 

사용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소스에서 타겟 대상으로 동기식 복제가 가능한 VDM을 

자동으로 페일오버할 수 있습니다. FARM은 동기식으로 복제된 VDM을 모니터링하고, eNAS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가용성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Data Mover, 파일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션 또는 IP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자동 페일오버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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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페일오버 전 계획 

사용자가 CA(Continuous Access)를 사용하여 CIFS 공유를 구성하는 경우 첫 번째 페일오버를 수행할 때 CIFS 

공유에 대한 액세스가 손실되지 않도록 도메인 컨트롤러(DC)에 대한 접속 구성이 포함된 추가 인터페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Data Mover는 항상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며, CA가 활성화된 CIFS 공유를 원활하게 페일오버할 수 있도록 

DC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첫 번째 페일오버를 수행하기 전에 원격 사이트의 DM에 추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추가 페일오버의 경우 페일오버를 수행하기 전에 원격 사이트에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고 활성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FAR은 재해 복구, 유지 보수 및 로드 밸런싱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R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PowerMaxOS 버전 5978.144.144 이상 

• SRDF 구성 및 설정 

FAR에 대한 지원 문서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dellemc.com/en-us/collaterals/unauth/technical-

guides-support-information/products/storage/docu88921.pdf 

3.6.4 백업 솔루션 

eNAS는 Dell EMC Data Protection Suite에서 찾을 수 있는 Dell EMC Networker 또는 Dell EMC Avamar와 

같은 기존 NAS 백업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support.emc.com/media52569_Data_Protection_Advisor_and_the_EMC_Data_Protection_Sui

te.mp4?language=en_US 

• https://support.emc.com/products/1095_NetWorker 

• https://support.emc.com/products/27368_Backup-&-Recovery-Manager-Avamar 

참고: NDMP 백업에는 전용 8GB I/O 모듈이 필요합니다. 

https://www.dellemc.com/en-us/collaterals/unauth/technical-guides-support-information/products/storage/docu88921.pdf
https://www.dellemc.com/en-us/collaterals/unauth/technical-guides-support-information/products/storage/docu88921.pdf
https://support.emc.com/media52569_Data_Protection_Advisor_and_the_EMC_Data_Protection_Suite.mp4?language=en_US
https://support.emc.com/media52569_Data_Protection_Advisor_and_the_EMC_Data_Protection_Suite.mp4?language=en_US
https://support.emc.com/products/1095_NetWorker
https://support.emc.com/products/27368_Backup-&-Recovery-Manager-Ava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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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NAS 업그레이드 

eNAS 업그레이드는 전체 PowerMaxOS 업그레이드 중에 수행됩니다. eNAS 업그레이드 중에 새 코드가 

DM에 배포되고 새 코드 버전을 설치하려면 해당 코드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는 다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업그레이드 중 필요한 경우 HYPERMAX/PowerMax Upgrade가 DM을 자동으로 재부팅하도록 허용 

• 나중에 수동으로 DM 재부팅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구성된 파일 시스템의 양(각 체크포인트는 파일 시스템으로 간주됨) 

• 각 파일 시스템의 크기 

• 구성된 파일 시스템에 실행 중인 I/O 유형의 양, 크기 및 유형 

테스트 결과 일부 I/O 생성기가 재부팅 중에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행 중인 워크로드의 

유형을 확인하고 페일오버할 파일 시스템 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중단 기간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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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NAS가 포함된 PowerMax 및 VMAX All Flash는 블록 스토리지와 파일 스토리지 모두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eNAS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요구 사항을 염두에 두고 파일 및 블록 환경을 쉽게 프로비저닝, 관리 

및 운영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모범 사례 가이드는 일반적인 활용 사례의 eNAS에 대한 구성 및 활용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고객 환경은 다르며 이 문서에 언급된 것과 다른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제시된 권장 사항의 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나열된 지원 문서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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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술 지원 및 리소스 

Dell.com/support는 검증된 서비스와 지원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및 데이터 보호 기술 백서 및 비디오는 Dell EMC 스토리지 및 데이터 보호 제품을 통해 고객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A.1 관련 리소스 

• https://support.emc.com/products/38576_eNAS - eNAS 지원 홈 페이지 

• https://support.emc.com/products/36656_VNX2-Series/Documentation/ - Dell EMC VNX 지원 

홈페이지 

• https://support.emc.com/products/1095_NetWorker - Dell EMC NetWorker 지원 홈페이지 

• https://support.emc.com/products/27368_Backup-&-Recovery-Manager-Avamar - Dell EMC Avamar 

지원 홈페이지 

http://www.dell.com/support
http://www.dell.com/storageresources
https://support.emc.com/products/38576_eNAS
https://support.emc.com/products/36656_VNX2-Series/Documentation/
https://support.emc.com/products/1095_NetWorker
https://support.emc.com/products/27368_Backup-&-Recovery-Manager-Avam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