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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 Management Screen

1. CMS 사용방법

1.1 로그인

• Nescape & internet exploer 를 이용 접속한다.

https:// < ip address of SL2100 >

• 활성화된 Login Screen 접속 할때 Username 과 passwd를 입력한다.

로그인 할수 있는 계정은 다음과 같음.

- Administrator : Consol를 통하여 VTL 구성 및 변경 가능

- User             : 로긴은 가능하나 구성 및 변경 불가능

• 로그인

- administrator 계정 / Password : administrator / admin

- User  계정 / Password            : user / guest

Consol Management 창을 실행하면 로그인 창이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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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 Management Screen

• CMS 에서 접속한후 “Dashboard” 창이 활성화 된다.

Dashboard에서는 VTL System으로 부터 보내어진 로그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며,

시스템 상태 아이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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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VTL 초기 구성 절차

1.2.1 라이센스 키 입력

• License는 VTL의 에뮬레이션 타입을 포함하고 있으며, Chassis 당 사용할 수 있는

LUN의 Number 정의, 소프트웨어 압축 기능, SEPATON application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라이센스 등록 방법

Maintanace tasks list 의 “ install License” 를 실행하여 라이센스를 입력한다.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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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스인 txt 파일의 위치를 찾아 “Next Step” 를 실행한다.

• 인증되지 않은 License 라면 “에러” 통보, 정상일때는 승인 창을 확인 할수 있음.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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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Storage Pool 생성

• Storage Pool은 VTL filesystem안의 모든 카트리지를 포함하며, 

VTL를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연결되어진 Storage를 사용하기 위하여 생성
한다. 

• extent 및 pool에서 사용할 최대 catriage를 입력한다.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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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아래 처럼 성공 메시지가 뜬다.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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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Storage Pool에 Physical storage 추가

• 이미 생성된 Storage Pool에 추가할 Physical Storage를 Lun 별로 할당한다.

Storage Pool 추가 절차

1.  System tab으로 이동

2.  Chassis의 Storage Pools로 이동 하여 특정 Storage pool 로이동

3. Add Storage 를 선택하여 Step by Step으로 진행한다.

• Add Storage 선택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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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할 특정 LUN를 선택한다.

여러대의 Disk Array가 연결되어져 있을 경우는 사용자가 선택하여 추가할수 있다.

< 주의>

ForMat all LUNs 는 모든 Disk 내에 존재하는 data를 제거 및 새로운 Disk Array를

추가하였을 경우 사용한다.

기존에 설정되어진 카드리지에 대한 정보를 보존할 경우는 check 하지 않도록 한다.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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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 를 선택하였을 경우 사용자를 위해 경고 메시지를 활성화 시켜준다.

• 정상적으로 Disk를 추가하였을 경우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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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Storage Pool 삭제

Storage Pool에 할당된 Disk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다른 Storage Pool에서 사용
할수 있도록 한다.

Storage Pool 삭제 순서

1. System tab으로 이동

2. chassis tree로 이동 Storage Poools를 선택

3. 특정 Storage Pool를 선택한후 “Destroy Storage Pool”를 선택한다.

<주의>

특정 Storage Pool 안에 보관할 Cartriage 정보가 있을 경우 Storage Pool 제거 방식으로

실행하지 않도록 한다.

Consol Management Screen



㈜삼부시스템

• 특정 Storage Pool를 선택 하여 삭제한다..

• Storage Pool를 정상적으로 삭제하였을 경우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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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ogical HardWare 구성

1.3.1 라이브러리 생성

라이센스를 등록한후 에뮬레이트 가능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여 라이브러리를
생성할수 있도록 한다.

라이브러리 생성 절차

1.System Tab으로 이동

2. Chassis 의 Library를 선택한 후 “Create Library” 를 실행한다.

3. 생성하고자하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한다.

(SLOT, E/E Port, Drive 수 지정 및 매핑할 Port 를 지정한다.)

4. Library 생성 완료.

• System tab Libraryes으로 이동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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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할 Library 선택(라이센스에서 지원 가능해야 함)

• 생성할 Slot, E/E port , Drive 수 지정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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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 생성 완료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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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라이브러리 삭제

VTL Filesystem으로 부터 가상으로 생성된 Tape Drive 와 Library를 삭제할때 사용하며, 라이브러
리에서 사용한 Catriadges는 자동으로 “firesafe”으로 이동된다.

<삭제 절차>

ㄱ.  System Tab으로 이동

ㄴ. Chassis의 Libraries로 이동

ㄷ. 삭제할 Library를 선택한후 “Destroy Library” 를 선택하여 Step bye Step 으로 진행하며

삭제한다. 

• 삭제할 라이브러리 선택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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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ory Library 선택후 진행

• 삭제 완료창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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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테이프 드라이브 생성

라이브러리 생성 후 사용할 드라이브를 생성한다. 

에뮬레이션 가능한 테이프를 선택한후 Step-by-Step 으로 진행하여 생성한다.

<드라이브 생성 절차>

ㄱ. System tab에서 Chassis 로 이동

ㄴ. 생성된 라이브러리를 선택한다

ㄷ. Create Tape Drive를 선택하여 드라이블 생성한다.

• 라이브러리를 선택 / Create Tape Drive 를 실행한다.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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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하고자하는 Tape Drive 타입을 선택한다.

• 매핑시킬 FC Port Number를 선택하고, 생성할 드라이브 수를 선택한다.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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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 드라이브 상태 확인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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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테이프 드라이브 삭제

라이브러리와 VTL 파일 시스템에 할당된 테이프 드라이브를 삭제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Catriage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테이프 드라이브 삭제 절차>

ㄱ. System tab으로 이동 Libraries로 이동한다.

ㄴ. 해당 라이브러리를 선택한다

ㄷ. Destroy Tape Drive 를 선택한 후 진행하여 삭제한다.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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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 Management Screen

• 삭제 여부 확인 창

• 삭제 완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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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카트리지

1.4.1 카트리지 template 생성

카트리지는 Barcode , capacity , access mode 를 가지고 있으며 , 여기서

카트리지를 생성할때 Barcode가 생성되어질때 사용할 Barcode의 템플릿을 사전

생성하는 과정

<Barcode Template 생성 절차>

ㄱ. System Tab으로 이동 Chassis 를 선택한다

ㄴ. Cartiages로 이동하여 Add/Remove Barcode Templates를 선택한다.

ㄷ. Barcode Type를 지정한다(Prefix,Length,Starting Number)

• Add/Remove Barcode Template 실행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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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할 Barcode의 속성을 등록한다.

Consol Management Screen

<구성>

바코드 템플릿 이름 / 바코드 시작문자 / 바코드 길이 / 시작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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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카트리지 생성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미디어(cartridge)를 생성 / 수정 /삭제 하는 것이며

카드리지에 대한 속성 변경 및 Library 간 카트리지 이동 과 같은 기능을 지원한다.

<카트리지 생성 절차>

ㄱ. System Tab의 Chassis 이동

ㄴ. Cartridges의 “Create Cartridges” 를 실행한다.

ㄷ. Cartridge 타입 및 Barcode Template를 지정한다.

ㄹ. 라이브러리와 Storage Pool를 선택하며, 생성할 Cartridgs를 지정한다.

ㅁ. 생성완료

• Create Cartridges 실행한다.



㈜삼부시스템

• Barcode Template를 선택한다.

• Cartridge 타입을 선택한다.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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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 및 스토리지 풀을 선택하여 생성할 Cartridg의 수를 지정한다.

% Catridge는 Type별로 용량이 Default로 구성되어져 있다.       

• 생성완료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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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카트리지 수정

카트리지의 속성 (Read writable / Read Only)를 변경 하거나 라이브러리간 카트리지의

이동을 할수 있다.  

<카트리지 속성 변경 절차>

ㄱ. System Tab의 Chassis로 이동한다.

ㄴ.Cartridges로 이동하여 특정 Library 및 Storage Pool 를 선택한다.

ㄷ.변경 및 이동하고자 하는 카트리지를 선택하여 작업한다.

• Cartridges로 이동하여 특정 라이브러리 및 Storage Pool Name를 선택한다.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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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미디어 의 Access 속성 변경 및 라이브러리 간 이동 실행

저장된 데이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Access 모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Access Mode는 R/W , Read Only 로 분류된다.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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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카트리지 삭제

VTL 파일 시스템으로 부터 Cartridge를 삭제 할때 사용하며, 하나 또는 다수의 카트리지를

삭제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할 스토리지 공간을 확보한다.

< 주의 >

Cartridgs을 삭제하게 되면 저장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되어진다.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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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LUN 매핑

1.5.1 HOST LUN Mapping

SAN상에 연결되어진 모든 HOST들은 WWWPN으로 리스트를 확인할수 있으며,
Default로 모든 HOST들은 생성된 모든 VTL를 확인할수 있다.
LUN Mapping를 통하여 특정 HOST에 특정 VTL를 Mapping 되어지게 할수 있다.

<HOST LUN Mapping 절차>

ㄱ. System Tab의 Chassis를 선택한다.

ㄴ. HOST LUN Mapping Mode를 실행한다.

Consol Management Screen

• System Tab의 Chassis를 선택 Tasks의 Host Lun Mapping Mode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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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 Management Screen

• WWWPN 별루 Mapping Enable 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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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Device Mapping 정의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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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로그 통보

VTL 서버의 시스템 상태를 체크할수 있으며, Email를 통하여 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장애 로그에 대한 “View Detail”를 통하여 장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음.

Consol Management Screen

• Notification 를 선택하여 Sepaton 서버의 상태 로그정보를 확인한다.

• 로컬의 이메일 서버의 IP와 Chassis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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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서버 네임 또는 고객의 SNMP 서버의 IP를 등록한다.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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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리작업

1.7.1 사용자 등록

고객에 대한 정보를 등록한다. 

Consol Management Screen

1.7.2 계정 등록

사용자는 Administrator와 User로 구분되어지며,각 사용자의 Password를 변경할수 있다. 
Administrator는 전체적인 환경값을 수정 가능하나 User는 설정되어진 환경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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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설정된 환경 값 저장

VTL 파일 시스템 및 Device Emulation 의 환경값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여

문제 발생시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최근 환경구성으로 복원할 수 있다.

<환경 구성 저장 절차>

ㄱ. System Tab으로 이동하여 Chassis 선택

ㄴ. Maintenance Tasks의 “Save Config “를 실행한다.

ㄷ. Local System에 external File 로 저장된다.

• Maintenance Tasks의 Save Config 실행

Consol Managemen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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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 Management Screen

• Download Configuration Files 실행

• 임의 파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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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환경 구성 복원

저장된 VTL 파일 시스템 및 디바이스 환경 정보에 대하여 마지막 저장 파일로 부터 복원

DATA가 저장된 Catridges에 대한 정보는 복원 작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Data Loss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의> 

VTL 시스템이 운영중일 경우에는 테스트 목적으로 실행하여서는 안됨.

<복원 절차>

ㄱ. System Tab으로 이동 Chassis 선택

ㄴ. Maintenace의 “Restore Config” 를 실행한다.

ㄷ. 시스템에 환경 파일 Upload 후 Reboot 됨

ㄹ. 복원 완료

Consol Management Screen

• Chassis의 Maintainance Tasks 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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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2100-ES2 접속 및 CLI 사용

2.1 S2100서버 접속 및 VTL mode 변경 방법

CLI (command  Line interface)을 이용하여 S2100 서버에 접속하여 환경 구성 및
로그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접속 방법 및 VTL 전환 방법, 서비스 시작 및 종료에
대한 필수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다.

• Default로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은 root/sangate로 한다.

• 접속후 VTL의 Device (라이브러리, 테이프 드라이브, 카트리지) 의 생성 및 관리와
같은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VTL 명령을 실행한다.

<명령어 Type>

ㄱ. Server Command : CLI를 이용한 VTL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지원

ㄴ. Network Config Command : S2100 서버의 Network 구성

ㄷ. CLI internal Command :  기타 명령

접속 및 CLI 사용

• S2100서버에 접속하는 2가지 방법을 지원한다. 
ㄱ. Serial Port 접속
ㄴ. SSH (Secure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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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VTL 서비스 데몬 관리

2.2.1 VTL 서비스 데몬

S2100서버에 접속하여 VTL 서비스를 관리하거나, Consol Manager를 사용하기

위한 데몬를 관리한다.

• 서비스 종류

ㄱ. s2xmgr : VTL의 구성 정보를 읽어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데몬

ㄴ. s2xmgr_java / tomcat : Console manager 를 통하여 VTL를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데몬

• 서비스 데몬은 S2100서버가 Booting되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어지게 되어있음.

• 서비스 데몬를 수동으로 실행할 경우는 s2xmgr > s2xmgr_java > tomcat 순으로

실행하도록 한다.

• 서비스 상태 확인

서비스 데몬이의 실행 상태를 확인한다.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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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시작

VTL 데몬 및 Console 데몬 시작

• 서비스 종료

VTL 데몬 및 Console 데몬 종료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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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로그 확인

S2100서버의 데몬과 관련한 실시간 로그 정보를 확인하며, 데몬 시작 및 종료 또는 백업 중

해당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2.3.1 로그 확인 방법

• S2100 서버의 /var/log/messages 파일을 확인한다.

• tail –f /var/log/messages로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 vi /var/log/messages로 전반적인 메시지 확인을 확다

• /var/log 디렉토리의 데몬별 로그 확인 가능

<예제> /var/log/messages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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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명령어

2.4.1 /S2100/DS/*  명령어

구성되어진 VTL의 수량 , Cartridges 현황, 가상 드라이브의 수, Cartridges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명령어 지원

• 디바이스 보기

• 구성된 Drive의 상태 확인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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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에 Catridge load & unload

• Cartridges에 대한 정보 확인

• 설정된 라이브러리 확인

Lun을 식별자로하여 구성된 라이브러리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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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ridge에 대한 move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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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fs2x_admin 관련 명령어

Storage Pool 에 새로운 Storage를 추가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 생성 및

Cartridges 생성/삭제 및 현황 파악을 지원

[root@S2100-ES2 DS]# ./fs2x_admin lsdev
Dev Name    Address  Capacity   Ext Size Allocated Set Name   Set Dev
----------+---------+---------+---------+---------+---------+---------
SLun_1     1,0,0,1      1480GB      32MB       0GB Set03        1
SLun_0     2,0,0,0      1480GB      32MB       0GB Set03        0

• fs2x_admin lsdev

생성되어진 Filesystem의 리스트를 확인 할수 있다.

• fs2x_admin lscart

생성되어진 cartridges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root@S2100-ES2 DS]# ./fs2x_admin lscart
/SLun_0/GCART1:S00001:LTO:100000000000:0:RW:0:0:Library_0::Mon Oct 24 23:04:58 2005
/SLun_0/GCART2:S00002:LTO:100000000000:0:RW:0:0:Library_0::Mon Oct 24 23:05:08 2005
/SLun_0/GCART3:S00003:LTO:100000000000:0:RW:0:0:Library_0::Mon Oct 24 23:05:16 2005
/SLun_0/GCART4:S00004:LTO:100000000000:0:RW:0:0:Library_0::Mon Oct 24 23:05:24 2005
/SLun_0/GCART5:S00005:LTO:100000000000:0:RW:0:0:Library_0::Mon Oct 24 23:05:30 2005
/SLun_0/GCART6:S00006:LTO:100000000000:0:RW:0:0:Library_0::Mon Oct 24 23:05:41 2005

• fs2x_admin mkcart <SD name> <Cartname> <Library> <Cap> <Type> <Barcode>

Catridges 를 생성하는 명령어 입니다.( 예제: 100G 용량의 LTO Tape )

[root@S2100-ES2 DS]# ./fs2x_admin mkcart SLun_0 GCART1 Library_0 100  LTO S00001
Cartridge /SLun_0/GCART1 was successfully created.
[root@S2100-ES2 DS]# ./fs2x_admin mkcart SLun_0 GCART2 Library_0 100  LTO S00002
Cartridge /SLun_0/GCART2 was successfully created.
[root@S2100-ES2 DS]# ./fs2x_admin mkcart SLun_0 GCART3 Library_0 100  LTO S00003
Cartridge /SLun_0/GCART3 was successfully created.
[root@S2100-ES2 DS]# ./fs2x_admin mkcart SLun_0 GCART4 Library_0 100  LTO S00004
Cartridge /SLun_0/GCART4 was successfully created.
[root@S2100-ES2 DS]# ./fs2x_admin mkcart SLun_0 GCART5 Library_0 100  LTO S00005
Cartridge /SLun_0/GCART5 was successfully created.
[root@S2100-ES2 DS]# ./fs2x_admin mkcart SLun_0 GCART6 Library_0 100  LTO S00006
Cartridge /SLun_0/GCART6 was successfully created.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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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2x_admin rmcart <SD name> <Cartname>

생성되어진 특정 cartridges 를 지울 경우

[root@S2100-ES2 DS]# ./fs2x_admin rmcart SLun_0 GCART1  
Caution: the cartridge /SLun_0/GCART1 is about
to be deleted, and all its data will be lost.
Are you sure? <Y/N>  y

Cartridge /SLun_0/GCART1 was successfully deleted.
[root@S2100-ES2 DS]# ./fs2x_admin rmcart SLun_0 GCART2  
Caution: the cartridge /SLun_0/GCART2 is about
to be deleted, and all its data will be lost.
Are you sure? <Y/N>  y

Cartridge /SLun_0/GCART2 was successfully deleted.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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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VTL 명령어

Consol Manager Screen을 이용하여 설정한 모든 구성 정보를 CLI를 이용하여 설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명령어는 3가지로 구분되어진다. Server Commands, CLI NetWorke Coonfiguration Commands

CLI internal Commands 이며 각기 사용 할 수 있는 명령어는 아래와 같다.

필수 명령어에 한하여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정보는 매뉴얼을 통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2.4.3.1 Server Commands

• getBarCodes

생성되어 있는 바코드 템플릿의 정보를 확인한다. 

root@S2100-ES2>getBarCodes
BarCodeTemplate Name  Prefix  SuffixLength StartIndex AlphaSuffix
STK                   S       5             11          S 

• getBarCodes

생성되어 있는 바코드 템플릿의 정보를 확인한다. 

root@S2100-ES2>getCartridges
Cartridge  < CartridgeName PoolName Filename >  < CartridgeInfo Capacity  Type  LastLoaded Library    

Barcode >
1)            <                  SLun_0    GCARTDC  >  <       100       7     1130211093  Library_0  S00001  >
2)            <                  SLun_0    GCARTDD  >  <       100       7     1130211093  Library_0  S00002  >
3)            <                  SLun_0    GCARTDE  >  <       100       7     1130211094  Library_0  S00003  >
4)            <                  SLun_0    GCARTDF  >  <       100       7     1130211094  Library_0  S00004  >
5)            <                  SLun_0    GCARTE0  >  <       100       7     1130211094  Library_0  S00005  >
6)            <                  SLun_0    GCARTE1  >  <       100       7     1130211094  Library_0  S00006  >
7)            <                  SLun_0    GCARTE2  >  <       100       7     1130211094  Library_0  S00007  >
8)            <                  SLun_0    GCARTE3  >  <       100       7     1130211094  Library_0  S00008  >
9)            <                  SLun_0    GCARTE4  >  <       100       7     1130211094  Library_0  S00009  >
10)            <                  SLun_0    GCARTE5  >  <       100       7     1130211095  Library_0  S00010  >

• getLibs

모든 생성되어 있는 VTL 라이브러리의 정보를 확인한다.

root@S2100-ES2>getLibs
1) Library_0
2) Library_1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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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NodeNames

노드네임을 확인할경우

root@S2100-ES2>getNodeNames
1) Head_0

• getStorageLuns

모든 LUNS 의 리스트를 확인한다.

root@S2100-ES2>getStorageLuns
StorageLun Name  Ip address  StoragePoolNumber NumInStoragePool Registered  Mounted  Formated

MemberOfSet Capacity  ExtentSize NumFiles Vendor  Revision  DualPath Ulid Wwnn
DevicePathList NodeSLunList Product
1) SLun_0 10.1.1.163  1                  0                 true true true true 1480      33          1024      
LSI     0542      false     600A0B800017E04F000000474349E239  200400A0B8186294  [{2:0:0:0:P}]   
[(SLun_0.Node_0 R:t M:t {2:0:0:0:P})]  LSI    
2) SLun_1 10.1.1.164  1                  1                 true true true true 1480      33          1024      
LSI     0542      false     600A0B800017E04F00000046433795B5  200400A0B8186294  [{1:0:0:1:P}]   
[(SLun_1.Node_0 R:t M:t {1:0:0:1:P})]  LSI    

• getStoragePool

설정되어진 스토리지 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root@S2100-ES2>getStoragePool
StoragePool Name  < StoragePoolInfo PrimarySLunName AllocatedCapacity Capacity  
ExtentSize NumFilesPerSD LunCount CartCount MultiRack >  DiskArrayList Id
StoragePool_1 <                  SLun_0           1000               2960 
32          1024           2         10         false     >  [10.1.1.164]   1

root@S2100-ES2>getTapeDrives -a Library_0
1) TapeDrive_4
2) TapeDrive_5

root@S2100-ES2>getTapeDrives -a Library_1
1) TapeDrive_2
2) TapeDrive_3

• getTapeDrives

설정되어진 테이프 드라이브의 리스트를 확인한다.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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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Network configuration command

VTL 서버의 네트워크 변수에 대한 설정 및 수정을 할 수 있으며

서버의 다음과 같은 파일을 수정하게 된다.

/etc/hosts

/etc/sysconfig/network

/etc/resove.conf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eth1

• showconfig

현재 설정되어져있는 네트워크 파일 및 값을 확인할 수 있다.

root@S2100-ES2>showconfig
Current host:S2100-ES2
Current domain:samboo.co.kr

Old configuration values:
Host name  : S2100-ES2
Domain name: samboo.co.kr

Current configuration:

You have not changed the host or domain.
The following shows your current /etc/hosts file and a (possibly) corrected version.
To force any corrections, use setConfigValue to reset the host name to the current value and 
commit the changes.

File: /etc/hosts
# Do not remove the following line, or various programs    | # Do not remove the following 
line, or various programs
# that require network functionality will fail.            | # that require network functionality will 
fail.
127.0.0.1    localhost.localdomain localhost | 127.0.0.1 localhost.localdomain
localhost
127.0.0.2    S2100-ES2.samboo.co.kr S2100-ES2              | 127.0.0.2 S2100-
ES2.samboo.co.kr S2100-ES2
127.0.0.1    sre0                                          | 127.0.0.1    sre0
127.0.0.1    Head_0                                        | 127.0.0.1    Head_0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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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etc/sysconfig/network
NETWORKING=yes                           | NETWORKING=yes
HOSTNAME=S2100-ES2                       | HOSTNAME=S2100-ES2
FORWARD_IPV4=false                       | FORWARD_IPV4=false
DOMAINNAME=samboo.co.kr | DOMAINNAME=samboo.co.kr

File: /etc/resolv.conf
These changes will apply to /etc/resolv.conf.sv as well if it is present.
search samboo.co.kr | search samboo.co.kr

File: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eth0
DEVICE=eth0
BOOTPROTO=static
IPADDR=203.235.181.200
NETMASK=255.255.255.0
ONBOOT=yes

root@S2100-ES2>setconfigvalue -host S2100-ES2 -ipaddr 10.1.1.1 -mask 255.255.255.0  

Old configuration values:
Host name  : S2100-ES2
Domain name: samboo.co.kr

New configuration values:
Host name   : S2100-ES2
IP address  : 10.1.1.1
Net mask    : 255.255.255.0

Old configuration:                      |  New configuration:

• setconfigvalue

hostname, domainname, dnsaddress, ipaddress, netmask과 같은 네트워크 변수 값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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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etc/hosts
Old:                                                      |  New:

# Do not remove the following line, or various programs    | # Do not remove the following 
line, or various programs
# that require network functionality will fail.            | # that require network functionality will 
fail.
127.0.0.1    localhost.localdomain localhost | 127.0.0.1 localhost.localdomain
localhost
127.0.0.2    S2100-ES2.samboo.co.kr S2100-ES2              | 127.0.0.2 S2100-
ES2.samboo.co.kr S2100-ES2
127.0.0.1    sre0                                          | 127.0.0.1    sre0
127.0.0.1    Head_0                                        | 127.0.0.1    Head_0

File: /etc/sysconfig/network
Old:                                    |  New:

NETWORKING=yes                           | NETWORKING=yes
HOSTNAME=S2100-ES2                       | HOSTNAME=S2100-ES2.samboo.co.kr
FORWARD_IPV4=false                       | FORWARD_IPV4=false
DOMAINNAME=samboo.co.kr | DOMAINNAME=samboo.co.kr

File: /etc/resolv.conf
These changes will apply to /etc/resolv.conf.sv as well if it is present.
Old:                                    |  New:

search samboo.co.kr | search samboo.co.kr

New eth0 interface with fixed address 10.1.1.1 and netmask 255.255.255.0.
File: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eth0
Old:                                    |  New:

DEVICE=eth0                              | ONBOOT=yes
BOOTPROTO=static                         | BOOTPROTO=none
IPADDR=203.235.181.200                   | USERCTL=no
NETMASK=255.255.255.0                    | DEVICE=eth0
ONBOOT=yes                               | GATEWAY=null

| IPADDR=10.1.1.1
| NETMASK=255.255.255.0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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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AllConfig
VTL 라이브러리의 모든 구성 정보를 저장하며, 문제가 발생할때
저장시점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root@S2100-ES2>saveAllConfig
Executing /S2100/s2xmgr_java/bin/save_config.sh /S2100/s2100_config.zip ...
saving configuration to file: /S2100/s2100_config.zip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BarCodeTemplate_STK.xml (deflated 58%)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CartSequenceNumber.xml (deflated 28%)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ChassisInfo.xml (deflated 65%)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DiskArray_10.1.1.164.xml (deflated 94%)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EmailServers.xml (deflated 48%)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Emails.xml (deflated 50%)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Head_0.xml (deflated 92%)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Library_0.xml (deflated 77%)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Library_1.xml (deflated 77%)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License.xml (deflated 93%)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Notifications.xml (deflated 97%)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StorageLunList.xml (deflated 86%)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StoragePool_1.xml (deflated 68%)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TapeDrive_2.xml (deflated 72%)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TapeDrive_3.xml (deflated 71%)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TapeDrive_4.xml (deflated 70%)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TapeDrive_5.xml (deflated 70%)
adding: S2100/s2xmgr_java/persist/WwpnMap_0.xml (deflated 97%)
adding: S2100/s2xmgr/AppleDiskFactory.prop (deflated 55%)
adding: S2100/s2xmgr/Chassis.prop (deflated 54%)
adding: S2100/s2xmgr/Chassis-SepHP.prop (deflated 54%)
adding: S2100/s2xmgr/DAFactory.prop (deflated 69%)
adding: S2100/s2xmgr/DellHead_127.0.0.1.prop (deflated 62%)
adding: S2100/s2xmgr/DellHeadFactory.prop (deflated 45%)
adding: S2100/s2xmgr/DSHeadFactory.prop (deflated 66%)
adding: S2100/s2xmgr/Engenio_10.1.1.164.prop (deflated 60%)
adding: S2100/s2xmgr/Engenio.prop (deflated 56%)
adding: S2100/s2xmgr/HPDiskFactory.prop (deflated 55%)
adding: S2100/s2xmgr/HPHeadFactory.prop (deflated 49%)
adding: S2100/s2xmgr/server.prop (deflated 42%)
adding: S2100/s2xmgr/VtlDiscovered.prop (deflated 62%)
adding: S2100/s2xmgr/Vtl-ESJ.prop (deflated 62%)
adding: S2100/s2xmgr/Vtl.prop (deflated 62%)
adding: S2100/s2xmgr/Vtl-SepHP.prop (deflated 62%)
adding: etc/sysconfig/network (deflated 1%)
adding: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eth0 (deflated 8%)
adding: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eth1 (deflated 12%)
adding: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lo (deflated 25%)
adding: etc/hosts (deflated 34%)
adding: etc/resolv.conf (stored 0%)
adding: S2100/jakarta-tomcat-5.0.28/conf/tomcat-users.xml (deflated 57%)
adding: S2100/jakarta-tomcat-5.0.28/webapps/gui/data/configs.xml (deflated 31%)

saved configuration to file: /S2100/s2100_config.zip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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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oreAllConfig

저장되었던 이전 시점의 VTL  환경 구성 값을 복구 하므로 문제가 발생한 시점

이전으로 복원할 때 사용

<주의>

모든 환경 설정 파일을 복구 한후 자동으로 시스템을 리부팅하게 된다.

리부팅 후 이전 시점으로 복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oot@S2100-ES2>restoreAllConfig
Executing /S2100/s2xmgr_java/bin/restore_config_from_cli.sh /S2100/s2100_config.zip ...
restoring configuration from file: /S2100/jakarta-tomcat-
5.0.28/webapps/gui/data/vls_config.zip
Stopping S2100 Management daemons for restore configuration
Shutting down s2xmgr_rpc_daemon: [  OK  ]
Shutting down vtlmgr: [  OK  ]
Shutting down VTL : [  OK  ]
[  OK  ]
Shutting down s2xmgr_java: [  OK  ]
Shutting down tomcat: [  OK  ]
Removing certificate files
System will be rebooted in a minute, please wait...

Broadcast message from root (Tue Oct 25 00:44:05 2005):

The system is going DOWN for reboot in 1 minute!

Broadcast message from root (Tue Oct 25 00:45:05 2005):

The system is going down for reboot NOW!

접속 및 CLI 사용



㈜삼부시스템

• commitconfig

기존 설정된 네트워크 및 호스트 네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값을 지정한후 실질적인 관
련 파일을 수정하게하는 명령

root@S2100-ES2>commitconfig

Old configuration values:
Host name  : S2100-ES2
Domain name: samboo.co.kr

New configuration values:
Host name   : S2100-ES2
IP address  : 10.1.1.1
Gateway addr: 10.1.1.254
Net mask    : 255.255.255.0

Old configuration:                      |  New configuration:

File: /etc/hosts
Old:                                                      |  New:

# Do not remove the following line, or various programs    | # Do not remove the following 
line, or various programs
# that require network functionality will fail.            | # that require network functionality will 
fail.
127.0.0.1    localhost.localdomain localhost | 127.0.0.1 localhost.localdomain
localhost
127.0.0.2    S2100-ES2.samboo.co.kr S2100-ES2              | 127.0.0.2 S2100-
ES2.samboo.co.kr S2100-ES2
127.0.0.1    sre0                                          | 127.0.0.1    sre0
127.0.0.1    Head_0                                        | 127.0.0.1    Head_0

File: /etc/sysconfig/network
Old:                                    |  New:

NETWORKING=yes                           | NETWORKING=yes
HOSTNAME=S2100-ES2                       | HOSTNAME=S2100-ES2.samboo.co.kr
FORWARD_IPV4=false                       | FORWARD_IPV4=false
DOMAINNAME=samboo.co.kr | DOMAINNAME=samboo.co.kr

| GATEWAY=10.1.1.254
| GATEWAYDEV=eth0

File: /etc/resolv.conf
These changes will apply to /etc/resolv.conf.sv as well if it is present.
Old:                                    |  New:

search samboo.co.kr | search samboo.co.kr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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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th0 interface with fixed address 10.1.1.1 and netmask 255.255.255.0.
File: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eth0
Old:                                    |  New:

DEVICE=eth0                              | ONBOOT=yes
BOOTPROTO=static                         | BOOTPROTO=none
IPADDR=203.235.181.200                   | USERCTL=no
NETMASK=255.255.255.0                    | DEVICE=eth0
ONBOOT=yes                               | GATEWAY=10.1.1.254

| IPADDR=10.1.1.1
| NETMASK=255.255.255.0

Begin committing changes:

Backup suffx = .2005-10-25-00-51-42

Renaming hosts file from /etc/hosts to /etc/bak_hosts.2005-10-25-00-51-42 ...
Copying hosts file and applying changes ...
Copying: # Do not remove the following line, or various programs
Copying: # that require network functionality will fail.

Replacing: 127.0.0.1    localhost.localdomain localhost
with: 127.0.0.1 localhost.localdomain localhost

Replacing: 127.0.0.2    S2100-ES2.samboo.co.kr S2100-ES2
with: 127.0.0.2 S2100-ES2.samboo.co.kr S2100-ES2

Copying: 127.0.0.1    sre0
Copying: 127.0.0.1    Head_0

Hosts file changes complete.

Renaming network file from /etc/sysconfig/network to /etc/sysconfig/bak_network.2005-10-
25-00-51-42 ...
Copying network file and applying changes ...
Copying: NETWORKING=yes

Replacing: HOSTNAME=S2100-ES2
with: HOSTNAME=S2100-ES2.samboo.co.kr

Copying: FORWARD_IPV4=false
Copying: DOMAINNAME=samboo.co.kr

Adding: GATEWAY=10.1.1.254
Adding: GATEWAYDEV=eth0

network file changes complete.

접속 및 CLI 사용



㈜삼부시스템

Renaming resolve file from /etc/resolv.conf to /etc/bak_resolv.conf.2005-10-25-00-51-
42 ...
Copying resolve file and applying changes ...
Copying: search samboo.co.kr

resolve file /etc/resolv.conf changes complete.

Setting up eth0 interface with fixed address 10.1.1.1 and netmask 255.255.255.0.
Creating /S2100/eth0 ...
IP address file created in local directory.

Setting up eth0 interface - final steps
Stop dhcp client
Executing killall -q dhcpd ...
Executing killall -q dhcpcd ...
Updating interface configuration file
Renaming eth0 config file from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eth0 to 
/etc/sysconfig/network-scripts/bak_ifcfg-eth0.2005-10-25-00-51-42 ...
Copying config file to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eth0 ...

Restarting network
Executing /sbin/ifdown eth0 ...
Executing /sbin/ifup eth0 ...
Error, some other host already uses address 10.1.1.1.
Unable to restart network: /sbin/ifup eth0 failed: rc 1
Executing /bin/hostname S2100-ES2 ...

Restarting VTL service
previous hostname: S2100-ES2.samboo.co.kr
current hostname: S2100-ES2.samboo.co.kr
previous hostname: S2100-ES2.samboo.co.kr
current hostname: S2100-ES2.samboo.co.kr

Done
Configuration changes committed!

Old configuration values:
Host name  : S2100-ES2
Domain name: samboo.co.kr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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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configuration:

You have not changed the host or domain.
The following shows your current /etc/hosts file and a (possibly) corrected version.
To force any corrections, use setConfigValue to reset the host name to the current value 
and commit the changes.

File: /etc/hosts
# Do not remove the following line, or various programs    | # Do not remove the following 
line, or various programs
# that require network functionality will fail.            | # that require network functionality will 
fail.
127.0.0.1 localhost.localdomain localhost | 127.0.0.1 localhost.localdomain
localhost
127.0.0.2 S2100-ES2.samboo.co.kr S2100-ES2                 | 127.0.0.2 S2100-
ES2.samboo.co.kr S2100-ES2
127.0.0.1    sre0                                          | 127.0.0.1    sre0
127.0.0.1    Head_0                                        | 127.0.0.1    Head_0

File: /etc/sysconfig/network
NETWORKING=yes                           | NETWORKING=yes
HOSTNAME=S2100-ES2.samboo.co.kr          | HOSTNAME=S2100-ES2.samboo.co.kr
FORWARD_IPV4=false                       | FORWARD_IPV4=false
DOMAINNAME=samboo.co.kr | DOMAINNAME=samboo.co.kr
GATEWAY=10.1.1.254                       | GATEWAY=10.1.1.254
GATEWAYDEV=eth0                          | GATEWAYDEV=eth0

File: /etc/resolv.conf
These changes will apply to /etc/resolv.conf.sv as well if it is present.
search samboo.co.kr | search samboo.co.kr

File: /etc/sysconfig/network-scripts/ifcfg-eth0
ONBOOT=yes
BOOTPROTO=none
USERCTL=no
DEVICE=eth0
GATEWAY=10.1.1.254
IPADDR=10.1.1.1
NETMASK=255.255.255.0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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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기타 환경파일

[root@S2100-ES2 triad0]# cat /proc/sepaton/iom/triad0/hosts
index=0,0       loop_id=0       wwpn=0x2ffc00c0dd03d420 PEER_UP         QLOGIC  (<NULL>)
index=0,1       loop_id=2       wwpn=0x210000e08b813a92 PEER_UP         QLOGIC  (<NULL>)
index=0,2       loop_id=3       wwpn=0x210000e08b81fc92 PEER_UP         QLOGIC  (<NULL>)
index=0,3       loop_id=1       wwpn=0x210000e08b825b4e PEER_UP         QLOGIC  (<NULL>)
index=0,4       loop_id=4       wwpn=0x210000e08b81b391 PEER_UP         QLOGIC  (<NULL>)
index=1,0       loop_id=0       wwpn=0x2ffc00c0dd03d420 PEER_UP         QLOGIC  (<NULL>)
index=1,1       loop_id=1       wwpn=0x210000e08b81fc92 PEER_UP         QLOGIC  (<NULL>)
index=1,2       loop_id=2       wwpn=0x210000e08b81b391 PEER_UP         QLOGIC  (<NULL>)
index=1,3       loop_id=3       wwpn=0x210000e08b813a92 PEER_UP         QLOGIC  (<NULL>)

2.4.4.1 /proc/sepaton/iom/triod0/hosts

2.4.4.2 /S2100/s2xmgr_java/persist

[root@S2100-ES2 triad0]# ls -al /S2100/s2xmgr_java/persist
total 196
drwxr-xr-x 2 root     root 4096 Oct 25 01:04 .
drwxr-xr-x 6 root     root 4096 Oct 25 01:04 ..
-rw-r--r-- 1 root     root 503 Oct 20 00:11 BarCodeTemplate_A.xml
-rw-r--r-- 1 root     root 503 Oct 20 00:19 BarCodeTemplate_S.xml
-rw-r--r-- 1 root     root 240 Oct 25 01:04 CartSequenceNumber.xml
-rw-r--r-- 1 root     root 953 Oct 25 01:04 ChassisInfo.xml
-rw-r--r-- 1 root     root 29879 Oct 25 01:04 DiskArray_10.1.1.164.xml
-rw-r--r-- 1 root     root 434 Oct 20 06:53 EmailServers.xml
-rw-r--r-- 1 root     root 493 Oct 20 06:38 Emails.xml
-rw-r--r-- 1 root     root 28740 Oct 25 01:04 Head_0.xml
-rw-r--r-- 1 root     root 1788 Oct 25 01:04 Library_0.xml
-rw-r--r-- 1 root     root 1785 Oct 25 01:04 Library_1.xml
-rw-r--r-- 1 root     root 5927 Oct 25 01:04 License.xml
-rw-r--r-- 1 root     root 25790 Oct 20 04:05 Notifications.xml
-rw-r--r-- 1 root     root 4801 Oct 25 01:04 StorageLunList.xml
-rw-r--r-- 1 root     root 1151 Oct 20 05:35 StoragePool_1.xml
-rw-r--r-- 1 root     root 1234 Oct 25 01:04 TapeDrive_2.xml
-rw-r--r-- 1 root     root 1234 Oct 25 01:04 TapeDrive_3.xml
-rw-r--r-- 1 root     root 1178 Oct 25 01:04 TapeDrive_4.xml
-rw-r--r-- 1 root     root 1178 Oct 25 01:04 TapeDrive_5.xml
-rw-r--r-- 1 root     root 28016 Oct 25 01:04 WwpnMap_0.xml

접속 및 CL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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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발생시 조치 사항

3.1 Consol Manager Screen를 통한 장애 확인 및 전달
CMS로 접속하여 system 또는 notification을 통하여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System Tab를 통한 장애 확인

Engenio와 Sepaton 서버와의 Link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가 활성화 된다. 

장애 조치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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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fication tab으로 이동 문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한다.

• Support Ticket 를 이용하여 로그를 저장 문의하도록 한다.

장애 조치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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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MS를 통한 서비스 재시작

CMS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재시작하도록 한다.

<순서>

User Preferences -> Restart VTL 

장애 조치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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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TL 장비 Power ON/OFF

4.1 VTL Power ON

여러대의 SRE NODE가 존재할 경우 Power-On 할 경우

<전원 ON 절차>

ㄱ. Array 의 전원 On

ㄴ. SL2100-ES2(Dell Server) ON

만약 서버 4대가 설치되어져 있다면 (SRE_N01, SRE_N02,SRE_N03,SRE_N04)

- SRE_N01 -> SRE_N02 -> SRE_N03 -> SRE_N04 순서로 실행한다.

<주의>

SRE_N01 서버가 정상적으로 Power-ON 된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var/log/messages 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올때까지 기다린다.
Oct 25 03:23:08 S2100-ES2 kernel: 
Oct 25 03:23:29 S2100-ES2 proxy[5201]: My node id is 0 
Oct 25 03:23:29 S2100-ES2 proxy[5201]: My node id 0 

또는 /S2100/DS/fs2x_admin 를 이용하여 Device 정보가 보일때까지
기다리도록 한다.

[root@S2100-ES2 DS]# ./fs2x_admin lsdev
Dev Name    Address  Capacity   Ext Size Allocated Set Name   Set Dev
----------+---------+---------+---------+---------+---------+--
-------
SLun_1     1,0,0,1      1480GB      32MB       0GB Set01        1
SLun_0     2,0,0,0      1480GB      32MB       0GB Set01        0

ㄷ. 모든 SRE Node가 정상적으로 Booting 된후 CMS 및 Serial Port를 이용하여

서비스 데몬 및 Health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전원 ON /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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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VTL Power Off

여러대의 SRE NODE가 존재할 경우 Power-Off 할 경우

<전원 Off 절차>

ㄱ. SL2100-ES2(Dell Server) NODE 를 Off 한다.

만약 서버 4대가 설치되어져 있다면 (SRE_N01, SRE_N02,SRE_N03,SRE_N04)

- SRE_N04 -> SRE_N03 -> SRE_N02 -> SRE_N01 순서로 실행한다.

- SL2100-ES2(Dell Server) shutdown 명령

#shutdown –h y  실행

ㄴ. Dell Server Front Power Button 으로 전원 Off

ㄷ. 연결되어진 Disk Arrary Rear Button으로 전원 Off

전원 ON /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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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A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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