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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스토리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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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에서는 Dell EMC Unity 플랫폼용 Dell EMC™ Unisphere™를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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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스케줄링하고, 복제와 호스트 I/O 제한 같은 고급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스토리지 관리 작업을 위한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웹 기반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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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H15088.8

개정

개정
날짜

설명

2016년 5월

최초 릴리스 – Unity OE 4.0

2016년 12월

Unity OE 4.1 업데이트

2017년 7월

Unity OE 4.2 업데이트

2018년 3월

Unity OE 4.3 업데이트

2018년 8월

Unity OE 4.4 업데이트

2019년 1월

Unity OE 4.5 업데이트

2019년 6월

Unity OE 5.0 업데이트

2021년 6월

Unity OE 5.1 업데이트

감사의 말
작성자: Ryan Poulin

본 간행물의 정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Dell Inc.는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진술 또는 보증도 하지 않으며,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분명히 부인합니다.
본 간행물에 기술된 일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사, 배포하려면 해당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는 Dell의 현재 언어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단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Dell은 이후의 후속 릴리스에 따라 이러한 단어를
그에 맞게 수정하여 문서를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이 문서에는 Dell이 통제하지 않고 Dell의 자체 콘텐츠에 대한 Dell의 현재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않는 타사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그러한 타사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면 이 문서도 그에 따라 수정됩니다.
Copyright © 2016-2021 Dell Inc. or its subsidiaries. All Rights Reserved. Dell Technologies, Dell, EMC, Dell EMC 및 기타 상표는 Dell Inc. 또는 해당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2021-06-17] [기술 백서] [H15088.8]

2

Dell EMC Unity: Unisphere 개요 | H15088.8

목차

목차
개정 .......................................................................................................................................................................................... 2
감사의 말 .................................................................................................................................................................................. 2
목차 .......................................................................................................................................................................................... 3
핵심 요약 .................................................................................................................................................................................. 5
대상 .......................................................................................................................................................................................... 5
1

소개 ................................................................................................................................................................................... 6
1.1

용어 .......................................................................................................................................................................... 6

2

Unisphere를 통한 간편한 관리 .......................................................................................................................................... 8

3

시작 ................................................................................................................................................................................... 9

4

3.1

Connection Utility를 사용하여 관리 IP 설정 ............................................................................................................. 9

3.2

초기 구성 마법사.................................................................................................................................................... 11

Unisphere 그래픽 인터페이스 ......................................................................................................................................... 13
4.1

대시보드 ................................................................................................................................................................ 14

4.2

시스템 보기 ............................................................................................................................................................ 15

4.3

서비스 .................................................................................................................................................................... 19

4.4

풀 ........................................................................................................................................................................... 20

4.5

블록 ........................................................................................................................................................................ 20

4.6

파일 ........................................................................................................................................................................ 22

4.7

VMware(Storage)................................................................................................................................................... 23

4.8

호스트 .................................................................................................................................................................... 24

4.9

VMware(Access).................................................................................................................................................... 26

4.10 이니시에이터 ......................................................................................................................................................... 27
4.11 스냅샷 스케줄 ........................................................................................................................................................ 28
4.12 복제 ........................................................................................................................................................................ 29
4.13 보호 및 이동성 인터페이스 .................................................................................................................................... 31

3

Dell EMC Unity: Unisphere 개요 | H15088.8

목차
4.14 가져오기 ................................................................................................................................................................ 31
4.15 알림 ........................................................................................................................................................................ 32
4.16 작업 ........................................................................................................................................................................ 34
4.17 로그 ........................................................................................................................................................................ 34
4.18 지원 ........................................................................................................................................................................ 35
4.19 추가 시스템 상태 메시지/설정 ............................................................................................................................... 36
4.19.1

시스템 상태 ........................................................................................................................................................ 36

4.19.2

작업 실행 ........................................................................................................................................................... 37

4.19.3

빠른 액세스 알림................................................................................................................................................ 37

4.19.4

시스템 설정 ........................................................................................................................................................ 38

4.19.5

LDAP 기능 향상 ................................................................................................................................................. 39

4.19.6

로그인한 사용자 옵션 ........................................................................................................................................ 40

4.19.7

Unisphere 온라인 도움말................................................................................................................................... 40

4.19.8

CloudIQ 실행 ..................................................................................................................................................... 41

5

Unisphere CLI.................................................................................................................................................................. 42

6

REST API ........................................................................................................................................................................ 43

7

결론 ................................................................................................................................................................................. 44

A

기술 지원 및 리소스 ......................................................................................................................................................... 45
A.1

4

관련 리소스 ............................................................................................................................................................ 45

Dell EMC Unity: Unisphere 개요 | H15088.8

핵심 요약

핵심 요약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스토리지를 관리하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상당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Dell EMC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제품/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관리자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에서 사용 편의성과 단순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특히 Dell EMC Unity 제품군에 적용됩니다. 이 제품군은
스토리지를 처음 사용하는 스토리지 관리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고객이 데이터에 필요로 하는
고급 기능과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ell EMC Unity에서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기능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인 Unisphere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모든 특징과 기능에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강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Unisphere를 사용하여 다양한 스토리지 구성과 관련 기능을 직관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Unisphere는 보편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HTML5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뛰어난 제품 경험을 보장합니다. 모든 기술적 역량을 갖춘 스토리지 관리자라면
Unisphere로 관리를 간소화하여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관련 비즈니스 운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상
본 백서는 Unisphere를 사용해 Dell EMC Unity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하고자 하는 Dell EMC 고객, Dell
EMC 파트너 및 Dell EMC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본 문서의 독자가 시스템 관리자 또는 네트워크 관리자
경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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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

소개
본 백서에서는 Unisphere를 사용하여 Dell EMC Unity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제품의 다양한 메뉴를 설명하고, 기능 사용에 대한 일반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떻게 사용자가
직관적이고 간단한 방식으로 스토리지 관련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설계되었는지
설명합니다. 단계별 지침은 Unisphere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1.1

용어
Fibre Channel: 블록 레벨의 스토리지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파일 시스템: SMB(Server Message Block) 및/또는 NFS(Network File System) 프로토콜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일 레벨의 스토리지 리소스입니다. SMB, NFS 또는 멀티 프로토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기
전에 시스템에 NAS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iSCSI(Internet 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시 블록 레벨의 스토리지
리소스를 액세스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IP 기반의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LUN: 풀에서 프로비저닝된 스토리지의 논리 유닛입니다. 씬 LUN 또는 일반 LUN일 수 있습니다.
NAS 서버: 지정된 공유 내에서 파일을 카탈로그화, 구성 및 전송하기 위해 SMB 및/또는 NFS 프로토콜을
지원하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파일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SMB, NFS 파일 시스템 또는 VMware NFS
데이터 저장소와 같은 파일 레벨의 스토리지 리소스를 생성하려면 NAS 서버가 필요합니다.
NFS(Network File System): 사용자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 및 폴더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액세스 프로토콜입니다. NFS 사용에는 대부분 Linux/UNIX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포함됩니다.
풀: 특정 스토리지 속성을 사용하여 구성된 드라이브 집합입니다. 스토리지 속성은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드라이브 유형과 드라이브에 구성되어 있는 RAID 유형으로 정의됩니다. Dell EMC Unity는 블록 및
파일 스토리지 리소스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 풀을 지원합니다.
SMB(Server Message Block): 사용자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 및 폴더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액세스 프로토콜입니다. SMB 사용 시 대개 Microsoft Windows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스냅샷: 스토리지 리소스의 데이터의 읽기 전용 또는 쓰기 가능한 시점 상태입니다. 사용자가 스냅샷에서
파일을 복구하거나 스냅샷에서 스토리지 리소스를 복원하고 이를 특정 시정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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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SP(Storage Processor): 스토리지 리소스의 생성, 관리 및 모니터링을 포함한 스토리지 작업에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입니다.
Unisphere: Dell EMC Unity 시스템 스토리지 리소스와 관련 기능을 생성,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그래픽 관리 인터페이스입니다.
UEMCLI(Unisphere CLI): 스토리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령줄 인터페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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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phere를 통한 간편한 관리
오늘날 대부분의 기술 제품에서 단순성과 사용 편의성은 제품 구매를 고려 중인 고객에게 최우선 순위에
속합니다. Dell EMC Unity 스토리지 시스템을 위해 Unisphere 관리 기능은 일반 IT 관리자를 위한 사용이
간편하고 간소화된 관리 인터페이스와 숙련된 스토리지 관리자를 위한 고급 기능을 제공하여 이러한 우선
순위를 해결합니다. 그림 1과 같이 관리자는 Unisphere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호스트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Dell EMC Unity 시스템에서 스토리지 리소스를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
이스 서버

Windows
사용자

Exchange
메일 서버

Linux/UNIX
호스트

네트워크
파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VMware
호스트

Unispher
e
파일 시스템 및 공유

LUN

iSCSI
또는
Fibre Channel

NAS

관리
네트워크
(이더넷)

VMware 데이터
저장소

그림 1

다양한 스토리지 환경의 Dell EMC Unity

Unisphere 프로비저닝 워크플로우는 모범 사례와 권장 기본값을 사용하여 관리를 간소화하므로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고 시스템 사용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Unisphere는 시스템의 그래픽 표현을 통해 장애가 발생했거나 결함이 있는 구성 요소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다양한 Dell EMC 지원 옵션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Unisphere CLI 또는 REST API 등의 다른 관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서 끝부분에 있는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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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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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Dell EMC Unity 시스템을 처음 켠 후 몇 가지 옵션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을 관리할 준비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onnection Utility: 설치가 간단하며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Windows 애플리케이션입니다. Dell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nitCLI: 스토리지 시스템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Windows 툴입니다. Java 플러그인을 실행할 필요가 없으며,
IPv4 관리 주소로 Unity 스토리지 시스템을 검색하고 구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Dell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명령(svc_initial_config):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시스템을 직접 구성하려는 관리자의 경우
사용자가 SOL(Serial over LAN)을 통해 시스템에 연결하고 서비스 명령을 실행하여 시스템의 IP 주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DHCP 서버가 있는 경우 Dell EMC Unity 시스템은 IP를 구성할 준비가 되면 DHCP
서버에서 자동으로 네트워크 설정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가 DHCP 서버 관리 인터페이스나
Connection Utility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지정된 IP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Connection Utility를 사용하여 Dell EMC Unity 시스템에서 관리 IP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구성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Dell
EMC Unity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3.1

Connection Utility를 사용하여 관리 IP 설정
Windows 호스트에 Connection Utility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그림 2와
같이 시스템 구성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Auto Discover: 사용자는 관리 호스트가 Dell EMC Unity 시스템과 동일한 서브넷에 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유틸리티가 구성되지 않았거나(관리 IP 없음), 구성되었지만 아직
Unisphere의 초기 구성 마법사를 통해 실행되지 않은 모든 Dell EMC Unity 시스템을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Unisphere를 통해 로그인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Connection Utility를 통해
네트워크 설정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Manual Configuration: 사용자는 시스템이 관리 호스트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없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구성 파일을 USB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시스템에 전송하여 이후에
파일을 처리하고 저장된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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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nity Connection Utility 시작 페이지

그림 3에서 보듯이 Connection Utility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Dell EMC Unity 관리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ystem Name: 사용자 정의된 시스템 이름으로 쉽게 시스템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twork Address: 시스템에 지정되어 Unisphere 액세스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IP 주소(IPv4 및/또는
IPv6)입니다.
Subnet Mask/Prefix Length: 관리 IP 주소가 속한 서브넷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네트워크
마스크입니다.
Gateway Address: 로컬 네트워크 외부에서 IP 패킷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라우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림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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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기 구성 마법사
Dell EMC Unity 시스템의 관리 IP가 구성되면 사용자는 Unisphere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Unisphere를
시작하고 로그인하면 그림 4와 같이 Unisphere 초기 구성 마법사가 표시됩니다.이 마법사를 사용하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리소스 프로비저닝 및 공유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구성 마법사에는 다음 설정이
포함됩니다.
Copyright: 초기 구성 마법사에서 계속 진행되고 Unisphere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Admin and Service Password: 각각 Unisphere와 Unisphere의 서비스 CLI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입니다.
DNS Servers: 도메인 이름을 해당 IP 주소로 확인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인 Domain Name Sever입니다.
Proxy Server: 사용자는 프록시 서버 정보를 제공하여 인터넷에 직접 연결할 수 없는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NTP Servers: 컴퓨터 시스템을 대개 UTC 또는 Coordinated Universal Time으로 다시 매핑되는 동일 클록과
동기화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 서버인 Network Time Protocol입니다. 정확한 시스템 시간 보장은 SMB 구성 및
멀티 프로토콜 구성을 위한 Active Directory를 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시스템 시간이 구성된 NTP 서버와
5분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시스템 재부팅이 필요하므로 사용자에게 나중에 NTP를 구성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Unisphere Licenses: Dell EMC Services를 통해 PO(Purchase Order)를 기준으로 Dell EMC Unity 스토리지
시스템의 서로 다른 기능/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라이선스로서 Dell EMC에서 받습니다. 사용자가 DNS 서버
단계에 대한 DNS 서버 정보를 입력하면 라이선스 파일이 Dell EMC에서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라이선스가
자동으로 설치되려면 시스템이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Pools: 풀은 시스템에서 스토리지 리소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설정에는 시스템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경우 FAST Cache 옵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FAST Cache는 많은 환경에서 시스템에 대한 보조
캐시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플래시 사용 효율을 최적화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Alert Settings: 알림은 이벤트 소스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알림에 명시된
문제의 증상, 원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알려줍니다. 이 알림 설정은 시스템이 이메일
또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메시지로 알림을 보내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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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 Support Credentials: 등록된 Dell EMC 온라인 지원 계정에 대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입니다. 이는
EMC ESRS(Secure Remote Support) 사용을 위한 사전 요구 사항으로서 Unisphere의 Support 섹션에서
다양한 Dell EMC 지원 옵션에 신속하게 액세스하는 데 유용합니다. ESRS를 사용하면 Dell EMC 지원
담당자가 원격 문제 해결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문제를 더 빠르게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ESRS는 이 백서의 끝부분에서 설명하는 CloudIQ 사용을 위한 사전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iSCSI Interfaces: 사용자가 iSCSI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환경에 대해 iSCSI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iSCSI는 블록 리소스(예: LUN, 정합성 보장 그룹, VMware VMFS 데이터 저장소)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IP
기반 스토리지 프로토콜입니다.
NAS Servers: 사용자가 시스템의 파일 스토리지 리소스 생성 및 액세스를 위한 사전 요구 사항인 NAS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NAS 서버는 네트워크 액세스를 위해 별도의 IP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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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isphere 그래픽 인터페이스
Unisphere는 HTML5 기반의 웹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최신
인터페이스는 모든 스토리지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간편성 및 사용 편의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원하는 경우 탐색 표시줄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왼쪽에 축소하여 더 넓은 화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는 관리자가 자주 사용하는 리소스와 시스템 설정이 있습니다. 표 1에서는 기본 메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페이지를 설명합니다.
표1

탐색 메뉴 세부 정보
범주

하위 범주

설명

Dashboard

없음

시스템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요약
정보를 봅니다.

System

System View, Performance, Service

시스템 정보 및 작업을 구성하고 보고,
서비스 작업을 실행합니다.

Storage

Pools, Block, File, VMware

스토리지 리소스를 구성하고 봅니다.

Access

Hosts, VMware, Initiators

스토리지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한
호스트를 보고 구성합니다.

보호 및 이동성

스냅샷 스케줄, 복제, 인터페이스,
가져오기

스냅샷 스케줄을 보고 구성하고, 복제 및
가져오기 작업을 관리합니다.

Events

알림, 작업, 로그

알림 메시지, 작업 상태 및 로그를 봅니다.

Support

없음

도움말 리소스와 고객 지원 옵션에
액세스합니다.

그림 5

탐색 메뉴

다음 섹션에서는 왼쪽 탐색 메뉴를 통해 액세스하는 컨텐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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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시보드
Dashboard 페이지는 Unisphere에 로그인할 때 처음 표시되는 페이지입니다(그림 6 참조). 이 페이지는
시스템 용량, 시스템 상태, 스토리지 상태 및 개괄적 시스템 성능을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맞춤 구성 가능한 상태 보기입니다. 각 상태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뷰 블록"을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그림 6

Dashboard 페이지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더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여러 용도로 사용자 지정 보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하나 이상의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시보드에 사용할 수 있는 뷰 블록과 그에
대한 설명이 표 2에 나와 있습니다.
표2

대시보드에 사용할 수 있는 뷰 블록
뷰 블록

설명

System Health

시스템 객체(예: 복제 세션, 호스트)에 대한 상태를 표시합니다.

스토리지 상태

스토리지 객체(예: LUN, 파일 시스템,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상태를 표시합니다.

시스템 용량

14

총 용량, 사용 가능한 용량, 사용된 용량, 사전 할당된 용량 및 구성되지 않은 드라이브
용량을 표시합니다. 또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표시합니다.

계층 용량

각 스토리지 계층의 사용된 용량과 사용 가능한 용량을 표시합니다.

풀

각 풀에 사용 가능한 풀 용량 및 사용된 풀 용량을 표시합니다.

시스템 알림

시스템에 대한 모든 알림을 심각도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합니다.

시스템 성능

핵심 성과 지표의 요약 보기입니다.

시스템 효율성

씬, 스냅샷 및 데이터 감소의 절감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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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스템 보기
System View 페이지의 Summary 탭에는 일련 번호, 시스템 모델, 소프트웨어 버전, 시스템 시간, 평균 소비
전력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스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그림 7 참조). 이 정보는 상단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인 "SYSTEM HEALTH ISSUES"에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예: 장애)에 있는
스토리지 리소스, 포트 연결 및 하드웨어 문제를 비롯한 모든 상태 관련 문제가 표시됩니다. "FRONT END
PORT"라는 하단 섹션에는 시스템에 구성된 포트와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림 7

System View 페이지: Summary 탭

System View 페이지의 Enclosures 탭에는 물리적 시스템의 다양한 보기가 그림 설명과 함께 표시됩니다.
그림 8과 같이 시스템 후면이 이 페이지로 이동할 때 기본 보기입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고 정상 상태인
포트가 녹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그래픽 모델을 클릭하여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부품을 주문/교체할 때 Part Number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수정/교체해야 할 구성 요소가 주황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15

Dell EMC Unity: Unisphere 개요 | H15088.8

Unisphere 그래픽 인터페이스

그림 8

시스템 보기: 인클로저 탭

Dell EMC UnityVSA 시스템의 경우 System View 페이지에 Summary 탭과 Enclosures 탭이 모두 있습니다.
Dell EMC UnityVSA는 가상 시스템이므로 Enclosures 탭에 네트워크 구성 요소만 표시되지만, Summary
탭에는 물리적 시스템과 유사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Dell EMC UnityVSA에는 Dell EMC UnityVSA VM의 가상
드라이브를 표시하는 Virtual 탭도 있습니다. Dell EMC UnityV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Dell EMC UnityVSA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은 스토리지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고 공유할 때 시스템, 해당 리소스 및 외부 호스트의 네트워크
I/O에 대한 성능 통계를 수집합니다. 그림 9와 같이 사용 가능한 성능 대시보드 및 메트릭 차트를 추가하고
맞춤 구성하여 Performance Dashboard 탭의 Performance 페이지에서 이러한 성능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간별 및 실시간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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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성능 대시보드 – 기간별 차트

차트 보기 옵션의 경우 페이지 상단의 사전 설정된 시간 범위를 사용하면 원하는 시간 범위를 선택하거나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로 또는 앞으로 시간을 이동하여 특정 시간 범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대시보드의 모든 차트에 시간 범위 표시줄에서 지정한 것과 같은 시간 범위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차트를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간 범위 표시줄 옆에는 선택 가능한 기본 시간 범위와 특정
시간 범위를 보기 위한 맞춤형 옵션이 있습니다.
메트릭 데이터가 오래될수록 기간별 참조를 위해 데이터를 집계하는 샘플링 간격이 최대 90일까지 넓어집니다.
표 3에는 메트릭 보존 기간과 관련 샘플링 간격이 나와 있습니다.
표3

샘플링 간격 및 보존 기간
시간 범위 설정

샘플링 간격

최근 1시간

1분

최근 4시간

1분

최근 12시간

5분

Last 24 Hours

5분

최근 7일

1시간

최근 30일

4시간

최근 90일

4시간

Custom

시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가 넘는 범위의 경우 샘플링 간격은
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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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Dashboard 페이지의 두 번째 대시보드는 "Real-time Charts" 대시보드입니다. 실시간 메트릭은
현재 세션 중 최대 15분간 수집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현재 탭 밖으로 이동하면 세션이 종료되고 다시 탭으로
이동하면 세션이 재시작됩니다. Real-Time Dashboard에는 한 번에 최대 4개의 실시간 메트릭 차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메트릭의 샘플링 간격은 5초입니다.
성능 메트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Dell EMC Unity: 성능 메트릭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Performance 페이지에서 두 번째로 사용 가능한 탭은 Host I/O Limits 탭입니다(그림 10 참조).이 탭을
사용하면 이 시스템에서 프로비저닝된 블록 리소스에 대한 입출력 제한을 구성, 수정 및 삭제하고 볼 수
있습니다. Host I/O Limit를 설정하면 지정된 블록 스토리지 리소스와 연결된 호스트/애플리케이션 간의 IOPS
및/또는 대역폭이 제한됩니다. 사용자는 이 기능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워크로드의 I/O 요청을 제어하여 이러한
워크로드로 인해 다른 귀중한 스토리지 리소스와 중요한 워크로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활용 사례로 고객의 구독을 기준으로 최대 수준의 서비스를 설정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입출력 제한 정책은 개별 LUN/VMFS 데이터 저장소 또는 LUN 그룹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러 리소스에 공유 정책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 정책은 그룹에 있는 모든
리소스의 활동을 결합해 제한합니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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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비스
그림 11과 같이 Service 페이지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서비스 작업을 초기화하여 스토리지
시스템과 관련 스토리지 프로세서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ESRS(EMC Secure Remote Service)와 같은 지원
서비스를 설정하고 볼 수 있는 빠른 링크도 있습니다. Dell EMC 고객 지원 담당자가 필요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ESRS는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사용자는 먼저 Dell EMC 온라인 지원
계정을 설정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에 ESRS를 설정하거나, 스토리지 시스템을 등록하거나, 시스템 라이선스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받아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사용자의 지원 계약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그림 11

Service 페이지

Service Tasks 탭에서는 수리 및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스토리지 시스템을 서비스하는 툴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 페이지에서 시스템 및 구성 정보를 수집하여 고객 지원 부서에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작업 작업에 액세스하려면 서비스 암호가 필요합니다.
Technical Advisories 탭에는 시스템에 해당하는 최신 권장 사항 정보가 기술 자료 문서를 참조하여 표시됩니다.
Downloads 탭이 Dell EMC Unity OE 버전 4.2와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섹션이 있습니다.
•

Performance Archive File: 사용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성능 아카이브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고객
지원 부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개별 아카이브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여러 파일을
다운로드할 특정 시간 간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Core Dump: 사용자는 Core Dump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하도록 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서비스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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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풀
Pools 페이지는 왼쪽의 기본 탐색 메뉴에 첫 번째로 나열되는 스토리지 리소스 페이지입니다. 풀은 해당 풀을
사용하는 리소스의 특정 스토리지 특성을 제공하는 드라이브 세트입니다. 풀 생성은 스토리지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사전 요구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그림 12 와 같이 풀을 생성, 수정, 보기, 확장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다양한 드라이브 유형이 있는 경우 풀에 여러 계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시스템(하이브리드 시스템 전용)에서 각 계층은 서로 다른 RAID 유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풀 구성
마법사를 실행하기 전에 FAST Cache를 시스템에 구성할 경우 사용자가 FAST Cache를 활용하여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데이터를 플래시 미디어에서 처리하도록 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

Pools 페이지

FAST VP 및 FAST Cach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Dell EMC Unity: FAST

기술 개요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4.5

블록
스토리지 시스템에 풀이 생성되면 사용자가 스토리지 리소스 생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과 같이
Block 페이지에서는 LUN, 정합성 보장 그룹, 씬 클론 등의 블록 스토리지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iSCSI 인터페이스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결된 FC 스위치에 영역을
구성하여 Fibre Channel을 통해 블록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20

Dell EMC Unity: Unisphere 개요 | H15088.8

Unisphere 그래픽 인터페이스

그림 13

Block 페이지

하나 이상의 호스트에 대한 호스트 액세스를 부여하도록 LU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액세스 유형으로
LUN, 스냅샷, LUN 또는 스냅샷 액세스가 있습니다. 정합성 보장 그룹은 스냅샷, 복제 등의 데이터 보호 기능을
사용할 때 관련 LUN(최대 75개)에서 애플리케이션 장애 발생 시 정합성을 보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 실행형 씬/일반 LUN은 LUN 생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아래 그림 14에는 LUN 생성 마법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LUN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으며 LUN에서 Data Reduction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Data Reduction이 활성화된 LUN 또는 여러 LUN을 생성하려면 Configure 단계에서 Data Reduction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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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 Unity OE 버전 4.2 릴리스 이상에서는 Unisphere에서 일반 LUN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Data Reduction을 활성화하거나 다른 고급 소프트웨어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간 예약을 위해 일반
LUN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in 확인란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일반 LUN을 생성하려면 사용자가
Thin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해야 합니다. 선택을 취소하면 Data Reduction 옵션도 비활성화됩니다. Data
Reduc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Dell EMC Unity: 데이터 감소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Dell EMC Unity OE 버전 4.4 이상에서 Unisphere는 사용자가 LUN 및 VMware VMFS 데이터 저장소를
생성하는 동안 맞춤형 호스트 LUN ID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그림 15 참조).유효한 호스트 LUN ID는
0에서 16381까지입니다. 일부 운영 체제는 255보다 높은 호스트 LUN ID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리소스가
생성되면 사용자는 Access 탭 또는 호스트 속성 페이지 아래 블록 리소스의 속성 페이지에서 호스트 LUN ID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5

4.6

LUN 생성 마법사 – Access 단계

파일
그림 16과 같이 파일 스토리지 리소스는 File 페이지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파일 시스템은 SMB 및 NFS와
같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기 전에 NAS 서버를 먼저
구성해야 합니다. NAS 서버는 해당 서버에 구성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지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구성됩니다. 파일 시스템이 프로비저닝되면 사용자는 마운트 가능한 액세스 지점인
구성된 파일 공유를 통해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단일 파일 시스템에 대해 여러 공유를 구성할 수
있지만 모든 공유는 스토리지 리소스에 대해 할당된 동일한 총량의 스토리지를 가져옵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File 페이지에서 테넌트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 스토리지 리소스는 블록 스토리지 리소스와
마찬가지로 씬 리소스 또는 일반 리소스일 수 있습니다.
Dell EMC Unity 파일 시스템 및 관련 파일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Dell EMC Unity: NAS 기능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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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4.7

File Systems 페이지

VMware(Storage)
왼쪽 탐색 메뉴에 있는 Storage 범주 아래의 VMware 페이지에서는 NFS, VMFS, vVol 데이터 저장소 등의
VMware 관련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그림 17 참조). VMware 데이터 저장소는 하나 이상의
VMware 호스트에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스토리지 리소스입니다. Dell EMC Unity 플랫폼의 경우 파일(NFS),
블록(VMFS), vVol(파일) 및 vVol(블록)의 네 가지 VMware 데이터 저장소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isphere에서 기존 VMware 데이터 저장소용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련 ESXi 호스트에 대한 액세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SXi 호스트의 데이터 저장소가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Unisphere에서 데이터
저장소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ESXi 호스트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VMware NFS 데이터 저장소를 생성하려면 NFS가 활성화된 NAS 서버가 필요하고, vVol(파일) 데이터
저장소에 액세스하려면 NFS와 vVol이 활성화된 NAS 서버가 필요합니다. vVol 관련 작업의 경우 사용자가
VMware 페이지를 사용하여 기능 프로파일을 구성하고 프로토콜 엔드포인트와 가상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Datastore Shares 탭에는 VMware NFS 데이터 저장소 및 이 저장소에 연결된 호스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NFS 공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Dell EMC Unity 시스템 OE 버전 4.5 이상에서는 GUI에서 VMFS 6
데이터 저장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vVol 기술 및 기타 가상화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Dell EMC Unity: 가상화 통합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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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4.8

VMware(Storage) 페이지

호스트
기본 탐색 메뉴의 "Access 범주에서 스토리지 액세스에 대한 호스트(Windows 또는 Linux/UNIX)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VMware 호스트는 VMware (Hosts) 페이지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호스트에서 블록
스토리지에 액세스하려면 호스트에 대한 구성을 정의하고 호스트를 스토리지 리소스에 연결해야 합니다. NFS
공유에 대한 액세스는 특정 호스트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SMB 파일 시스템은 프로비저닝된 후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에 의해 자동으로 액세스될 수 있습니다. 그림 18과 같이 사용자는 Hosts 페이지를 사용하여 호스트
구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 작업은 호스트 단위로 수행하거나 다중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서브넷 및 넷그룹 구성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블록 리소스의 경우 사용자가
호스트를 구성하기 전에 이니시에이터 인터페이스가 구성되고 이니시에이터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트 구성이 완료되면 스토리지 리소스의 속성으로 이동하고 리소스에 액세스할 호스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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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EMC Unity OE 버전 4.4 이상에서, Unisphere는 사용자가 호스트 액세스 권한이 할당된 블록 리소스를
삭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호스트 액세스 가능한 블록 리소스를 삭제하려면 먼저 블록 리소스를 삭제하기
전에 호스트 액세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 리소스에서 호스트 액세스를 제거하려면 사용자가 여러 리소스를 선택하고 그림 19와 같이 More

Actions > Modify Host Access 작업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림 19

호스트 액세스 수정 작업

Dell EMC Unity OE 버전 5.0에서 사용자는 동시에 여러 호스트에 여러 LUN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합
작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합은 선택한 원하는 LUN에 대한 호스트 목록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LUN이 Host1 및 Host2를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Host5 및 Host6 사용하는 경우, 병합 작업이
완료된 후 호스트 액세스 병합 창에 모든 호스트(Host1, Host2, Host5, Host6)가 나열됩니다.
Dell EMC Unity OE 버전 5.1에서는 호스트 그룹 내에서 호스트 및 블록 리소스를 논리적으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20 과 같이 Host Groups 탭에서 호스트 그룹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호스트/리소스
액세스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그룹은 그룹 수명 동안 지속되는 두 가지 유형인 General 및 ESX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General 유형 호스트 그룹을 사용하면 하나 이상의 비-ESXi 호스트 및 LUN을 함께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ESX 호스트 그룹을 사용하면 VMware ESXi 호스트를 LUN 및/또는 VMFS 데이터
저장소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호스트 그룹에 추가되면 호스트가 그룹에 할당된 모든 리소스에 자동으로 매핑됩니다. 그룹에
호스트를 추가할 때 호스트에 할당된 모든 블록 리소스를 호스트 그룹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호스트에
매핑하는 병합 옵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합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호스트에 연결된 리소스가 호스트
그룹 내에 표시되지만 액세스가 제한되며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리소스가 그룹에 추가되면 그룹
내의 모든 호스트에 자동으로 매핑됩니다. 리소스 생성 마법사를 사용하거나 기존 리소스에서 호스트
액세스를 구성하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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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4.9

호스트 그룹

VMware(Access)
VMware Host Access 페이지는 VMware ESXi 호스트와 관련 vCenter 서버에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림 21 과
같이 Unisphere는 VMware 페이지를 통해 VMware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이러한 검색 기능은 vSphere에서
가상 머신 및 데이터 저장소 스토리지 세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스토리지 시스템의 컨텍스트에서 표시합니다.
vCenters 탭에서는 사용자가 vCenter 및 관련 ESXi 호스트를 단일 워크플로우를 통해 추가할 수 있고, ESXi
Hosts 탭에서는 필요에 따라 독립 실행형 ESXi 호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Virtual Machines 탭과 Virtual
Drives 탭에는 가상 머신 및 해당 VMDK와 관련하여 추가된 ESXi 호스트에서 가져온 정보가 표시됩니다.
VMware 액세스 및 통합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Dell EMC Unity:

가상화 통합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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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니시에이터
호스트가 블록 스토리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려면 스토리지 시스템과 구성된 호스트 간의
이니시에이터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림 22처럼 Initiators 페이지에서 하나 이상의 Fibre Channel 또는 iSCSI
이니시에이터를 수동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니시에이터는 Fibre Channel 및 iSCSI 세션이 시작되는
엔드포인트로서, 여기에서 각 이니시에이터가 WWN(World Wide Name) 또는 IQN(iSCSI Qualified
Name)으로 고유하게 식별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호스트 이니시에이터와 타겟 포트 간의 링크를
이니시에이터 경로라고 합니다. 각 이니시에이터는 여러 이니시에이터 경로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Initiator
Paths 탭에는 FC 또는 iSCSI를 통해 시스템에 연결된 이니시에이터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경로가 표시됩니다. Block 페이지에 iSCSI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어야 iSCSI 경로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이니시에이터는 호스트에서 iSCSI 이니시에이터 툴을 통해 검색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Fibre Channel
경로의 경우 해당 이니시에이터 경로가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되려면 적절한 스위치에 FC가
조닝(Zoning)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Hosts 페이지에서 연결된 호스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22

Initiators 페이지

Dell EMC Unity OE 버전 4.3 릴리스에서 이니시에이터는 이제 Unisphere를 통해 맞춤 구성된 고급 설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이니시에이터를 선택한 다음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Edit
Initiator 창을 표시합니다. 하단의 Advanced를 클릭하면 그림 23과 같이 Initiator Source Type, Fail-over
Mode, Unit Serial Number, LunZ Enabled 설정이 표시됩니다.호스트 이니시에이터 매개변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sphere를 통한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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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스냅샷 스케줄
Dell EMC Unity는 손상 또는 실수로 인한 삭제 시 보호 및 복구 요구 사항에 맞게 모든 스토리지 리소스(블록
또는 파일)의 시점 스냅샷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림 24와 같이 Snapshot Schedule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스토리지 리소스의 스냅샷을 주기적으로 자동 생성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 작업을 자동화하면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 몇 가지 관리 작업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 대해
스냅샷 스케줄을 활성화한 후 생성되는 각 스냅샷에는 스냅샷을 생성한 날짜와 시간으로 타임스탬프가
지정되고 스토리지 리소스에 있는 데이터의 시점 이미지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기본
스냅샷 스케줄입니다.
Default protection: 스냅샷이 매일 08:00(UTC)에 생성되며 2일 동안 보존됩니다.
Protection with shorter retention: 스냅샷이 매일 08:00(UTC)에 생성되며 1일 동안 보존됩니다.
Protection with longer retention: 스냅샷이 매일 08:00(UTC)에 생성되며 7일 동안 보존됩니다.
시간은 사용자의 로컬 시간으로 12시간 형식으로 표시되며 기본 스냅샷 스케줄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스냅샷 스케줄은 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스냅샷을 생성할 간격, 시간 및 일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Dell EMC Unity OE 버전 4.4 이상을 사용하면 두 물리적 시스템 간에 설정된 동기식 복제 연결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스냅샷 스케줄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림 24와 같이 Snapshot Schedule 페이지에서 새 Sync
Replicated 열을 참조합니다.복제된 스냅샷 스케줄을 적용하는 것은 동기식으로 복제된 파일 리소스에서만
허용됩니다.
Dell EMC OE 버전 5.1에서는 특정 지역의 계절적 시간 변경으로 인해 스냅샷 스케줄 타이밍 문제를
수정하도록 Schedule Time Zone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계절적 시간이 변경될 때 스냅샷
스케줄의 타이밍을 자동으로 조정하여 스냅샷이 올바른 시간에 생성되도록 합니다. Schedule Time Zone
옵션은 시스템 정의 스냅샷 스케줄 및 사용자 생성 스냅샷 스케줄에 적용됩니다. 이 옵션은 Settings >
Management > Schedule Time Zon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링크는 Create Schedule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Dell EMC Unity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냅샷 기술과 Schedule Time Zone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Dell EMC Unity: 스냅샷 및 씬 클론 및 Dell EMC Unity: MetroSync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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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4.12

Snapshot Schedule 페이지

복제
Dell EMC Unity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 보호 기능은 데이터 복제입니다. 데이터 복제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데이터 센터에서 스토리지 데이터를 원격 또는 로컬 시스템 리소스에 복제하여
비즈니스 운영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 스토리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높은 수준의 이중화를
제공하고 시스템 장애의 다운타임 관련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Replication 페이지에는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구성된 복제 세션이 모두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페일오버, 페일백, 일시 중지, 재개 및
삭제와 같은 복제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그림 25 참조). 다른 물리적 Dell EMC Unity 시스템에 대한
동기식 블록 및 파일 복제는 Dell EMC Unity의 물리적 배포에도 지원됩니다. Interfaces 페이지의 Protection &
Mobility 범주에서 사용자는 복제 데이터 경로에 대한 복제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복제
인터페이스가 구성되고 나면 Replication 페이지의 Connections 탭으로 이동하여 시스템 간 복제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스토리지 리소스의 복제 세션을 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Dell EMC Unity OE 버전 5.1 이상에서는 복제 세션 페이지 및 다양한 스토리지 리소스 페이지에서 Source,
Destination 및 All filtering 버튼을 사용하면 보기에 열을 추가하지 않고도 복제 소스 및 대상 리소스/세션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All을 선택하면 현재 페이지의 모든 리소스/세션이 표시됩니다. Resource
페이지에서 Source를 선택하면 복제 세션의 소스인 모든 리소스가 표시됩니다. Source가 선택된 경우
복제되지 않은 리소스도 표시됩니다. 복제 세션 페이지에서 Source를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생성된 복제
세션만 표시됩니다. 리소스 페이지에서 Destination을 선택하면 복제 세션의 대상 이미지인 리소스만
표시됩니다. 세션 페이지에 있는 동안 Destination은 현재 시스템으로 복제되는 세션만 표시합니다. 또한 로컬
복제의 일부인 세션은 선택한 보기와 관계없이 표시됩니다. 그림 25에는 Source, Destination 및 All filtering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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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Replication 페이지

Dell EMC OE 버전 5.1 이상에서는 비동기식 복제 트래픽을 제한하여 데이터가 대상 시스템에 복제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동기식 복제 제한이 복제 연결 수준에서 구성되므로 각 원격 시스템 연결을 서로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시스템으로의 아웃바운드 복제 트래픽만 제한됩니다. 따라서 복제
연결을 통해 원격 시스템 간에 다른 제한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E 5.1 이상을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이전 릴리스를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복제 트래픽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Schedule Time Zone 옵션을
설정하여 특정 지역의 계절적 시간 변경으로 인한 비동기식 복제 대역폭 제한 타이밍 문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이 아닌 복제 기술(예: 독립 실행형 디바이스의 복제 서비스)의 경우, RecoverPoint는 블록 리소스를 위해
Dell EMC Unity 시스템에서 지원됩니다. 사용 가능한 복제 기술과 복제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Dell EMC Unity: 복제 기술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Dell EMC Unity OE 버전 4.4 이상에서는 그림 26 의 NAS 서버 속성 페이지에 표시된 것처럼 Dell EMC Unity
NAS 서버와 해당 파일 리소스를 두 물리적 Dell EMC Unity 시스템 간에 동기식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동기식으로 복제된 파일 리소스는 백업 목적으로 타사 사이트에 비동기식으로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MetroSync for Dell EMC Unity라고도 하는 기본 동기식 파일 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Dell EMC Unity: MetroSync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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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보호 및 이동성 인터페이스
사용자는 Interfaces 페이지에서 가져오기 및 복제 세션에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복제
세션과 가져오기 세션 간에 보호 및 이동성 인터페이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복제와 가져오기
간에 공유되는 경우 사용자는 세션을 일시 중지한 다음 모든 가져오기 세션을 제거하여 인터페이스를 변경하고
모든 인터페이스를 삭제하기 전에 복제 세션과 가져오기 세션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그림 27과 같이
Unisphere의 Interfaces 페이지에서 인터페이스를 생성, 편집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림 27

4.14

Create Interfaces 페이지

가져오기
Import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VNX1/VNX2 블록 및 파일 리소스를 Dell EMC Unity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림 28과 같이 Import 페이지에는 인터페이스 설정, 시스템 연결, 마지막으로 가져오기 세션 구성을 포함하여
가져오기 세션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워크플로우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 가져오기 세션에서는 일시 중지, 재개,
전환, 취소, 커밋, 요약 보고서 다운로드를 비롯한 다양한 작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Connections 탭에서
사용자는 시스템 연결을 설정하고, 개체 가져오기를 검색하고, 필요에 따라 시스템 연결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가져오기 세션 생성 마법사는 스토리지 리소스를 Dell
EMC Unity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구성을 사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Dell EMC Unity: 마이그레이션 기술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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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Import 페이지

Dell EMC Unity 버전 OE 4.4 이상에는 코드의 일부로 SAN Copy Pul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AN Copy Pull은
지원되는 시스템에 있는 블록 스토리지 리소스인 독립 실행형 LUN/볼륨 또는 VMFS 데이터 저장소에서 Dell
EMC Unity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마이그레이션 툴입니다. SAN Copy Pull 세션의 모든 구성, 생성 및
관리는 UEMCLI 또는 REST API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Dell EMC Unity: 마이그레이션 기술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4.15

알림
Alerts 페이지에는 관련된 메시지 정보와 함께 시스템에서 생성된 모든 알림이 표시됩니다(그림 29 참조).
알림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이벤트입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알림도 있고,
시스템 상태에 따라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림에서 드라이브에 장애가
발생했거나 특정 풀에 공간이 부족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벤트를 해결하려면 특정 유형의 작업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알림은 사용자에게 이벤트 출처, 증상 및 원인, 해결하기 위해 취할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 KB(Knowledge Base) 문서 링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알림이나 더 이상
사용자의 환경과 관련이 없는 알림의 경우 Alerts 페이지에서 기록 유지 목적으로 알림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알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Settings 메뉴를 통해 지정된 이메일이나 SNMP 트랩에 알림을 보내도록
Unisphere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Dell EMC Unity OE 5.0을 사용하면 모든 알림에 알림 상태가 할당됩니다. 알림 상태를 사용하면 현재 알림과
해결된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상태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Updating: 알림의 현재 상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이 상태는 OE 5.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때만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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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ctive: 알림 조건이 해결되었습니다.
Active_Auto: 알림이 여전히 활성 상태이며, 조건이 해결되면 자동으로 Inactive로 표시됩니다.
Active_Manual: 알림이 여전히 활성 상태이며, 조건이 조사되거나 해결되면 Inactive로 표시되도록 사용자가
알림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림 29

Alerts 페이지

각 알림에는 관련한 심각도가 있습니다. 심각도에 대한 정의는 아래의 표 4에 나와 있습니다.
표4

알림 심각도 수준
아이콘

상태 설명

Label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정보

경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 요소가 올바르게 작동하지만 최적의 성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사소한 영향을 주는 오류가 발생했으며 즉시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Error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성 요소에 장애가 발생했으며 일부 또는
모든 기능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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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오류가 발생했으며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성 요소가 누락되었거나 장애가 발생했고 복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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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작업
시스템에서 태스크 작업이 실행될 때 시스템은 Unisphere의 Jobs 페이지를 통해 작업을 기록합니다. 그림 30
에는 모든 항목이 포함된 Unisphere의 Jobs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작업은 대부분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자동 실행되어 사용자가 특정 작업이 먼저 완료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다른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Jobs 페이지에서 실행 중, 대기 중, 완료 또는 실패 작업의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을 선택하고 세부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면 특정 작업과 관련한 설명을 비롯하여 작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Unisphere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실행 중인 작업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속 관련 작업 태스크의 실행만 중지되고 이미 완료된 작업은 되돌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표시되지 않도록 목록에서 작업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작업을 삭제하면
완료된 작업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림 30

4.17

Jobs 페이지

로그
그림 31에 표시된 Logs 페이지에는 전원이 켜진 이후 시스템의 모든 로그 목록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로그는
다양한 시스템 이벤트를 보고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수집된 후 로그에 기록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원격 호스트에 로그 정보를 전송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로그 정보를 받을
호스트의 네트워크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원격 호스트는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또는 원격 호스트의 시스템 보안을 통해 로그 정보에 대한 보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로그
정보(UDP 또는 TCP)를 전송하려면 포트 프로토콜을 지정해야 합니다. Logs 페이지에는 각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34

•

심각도 수준 - 아이콘으로 표시

•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 및 시간

•

이벤트를 기록한 이벤트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소스

•

이벤트를 생성한 사용자

•

각 이벤트 유형의 고유한 식별자인 이벤트 ID

•

소스 스토리지 프로세서

•

로그 범주

•

이벤트를 설명하는 메시지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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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4.18

로그

지원
Support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의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리소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그림 32 참조). 포함된 옵션에는 방법 비디오 시청, 온라인 교육 모듈 액세스, 최신 제품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 및 참여 등이 있습니다. Dell EMC 지원 계정이 시스템에 구성된 경우 매번
지원 자격 증명을 입력할 필요 없이 링크가 자동으로 사용자를 해당 페이지로 리디렉션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Support 페이지를 사용하여 서비스 요청을 개설하고 라이브 Dell EMC 지원 담당자와 채팅 세션을 시작하거나,
주문 페이지로 이동하여 Dell EMC Store를 통해 장애가 발생한 구성 요소의 교체 부품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Dell EMC Community Network 웹사이트에는 관련 토론, 설명서와 비디오에 대한 링크, 각종 이벤트 등을
포함한 제품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안내자 역할도 합니다.

그림 32

35

Support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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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시스템 상태 메시지/설정

4.19

Dell EMC Unity OE 버전 4.3 이상 릴리스에서는 그림 33 과 같이 상단 메뉴 표시줄과 브라우저 탭에 현재
시스템 이름이 페이지 이름으로 표시됩니다.이를 통해 현재 관리 중인 시스템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 33

시스템 이름

그림 34와 같이 GUI의 오른쪽 상단에는 추가 상태 메시지와 설정이 있습니다.이러한 각 아이콘은 시스템의
관리자에게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아이콘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그림 34

4.19.1

추가 시스템 상태/설정

시스템 상태
상단의 메뉴 표시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아이콘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태(예: OK, Warning, Error,
Critical 등)를 보여줍니다(그림 35 참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과 시스템 시간 등의 몇
가지 개괄적인 중요 시스템 정보가 표시됩니다. 클릭하면 System View 페이지로 연결되는 시스템 세부 정보
링크도 창에 있습니다.

그림 35

36

시스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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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작업 실행
시스템에서 작업이 시작될 때 사용자가 Jobs 페이지로 이동할 필요 없이 실행 중인 작업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림 36과 같이 Jobs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활성 작업과 현재
완료율이 표시됩니다.

그림 36

4.19.3

활성 작업

빠른 액세스 알림
Unisphere 상단의 메뉴 표시줄에 있는 알림 아이콘을 통해 시스템의 최근 알림을 신속하게 볼 수 있습니다(그림
37 참조).대화 상자의 링크를 클릭하면 스토리지 시스템과 관련한 모든 알림의 목록이 표시되는 Alerts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알림에 대한 추가 정보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7

37

Recent Al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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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

시스템 설정
상단의 메뉴 표시줄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면 Settings 메뉴로 연결됩니다. Settings 메뉴를 사용하여
관리자는 시스템에 중요한 많은 설정을 지정하고 구성할 수 있지만, 다른 페이지만큼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그림 38 참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자격 증명 구성, Unisphere 관리를 위한 사용자
디렉토리 서비스 구성 및 시스템 라이선스 설치 기능이 메뉴에 있습니다. 표 5에는 Settings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초기 구축 중 사용자가 실수로 마법사를 닫은 경우나 마법사를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고자 할 때 초기 구성 마법사를 다시 여는 링크가 메뉴 하단에 있습니다.

그림 38

Settings 메뉴

표5

Settings 메뉴 옵션

범주

설정

일반적인 설명
시스템 소프트웨어/펌웨어를

License Information, Software Updates,
Software and
Drive Firmware, Language Packs, UDoctor
Licenses
Packs, System Limits

Users and
Groups

관리

38

User Management, Directory Services

System Time and NTP, Schedule Time
Zone, DNS Server, Unisphere Central,
Unisphere IPs, Remote Logging,
Failback Policy, Performance, Encry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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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하고, 라이센스를 설치하고,
언어 팩을 설치하고, 시스템 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시스템 관리 액세스를 위한 사용자 계정을 생성,
수정 및 삭제하고 LDAP 서버를 구성합니다.

다양한 시스템 관련 설정을 구성합니다.

Unisphere 그래픽 인터페이스
범주

설정

스토리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경우: FAST Cache,
FAST Cache Drives, FAST VP, Drives

구성

올플래시 시스템의 경우: Drives

Support
Configuration

Proxy Server, Dell EMC Support Credentials,
Contact Information, EMC Secure Remote
Services, CloudIQ

일반적인 설명
FAST 기술 관련 설정을 구성하고 구성되지 않은
디스크를 봅니다.
Dell EMC 지원 계정 정보와 연락처 정보를
추가하고 ESRS/CloudIQ를 구성합니다.
로그인에 대한 추가 보안을 구성하고(iSCSI),

Access

CHAP, Ethernet, High Availability, Fibre
Channel, Routing, VLANS, iSNS
Configuration

I/O 포트 상태/정보를 보고, MTU 및 속도를 보고,
Link Aggregation을 구성하고, 구성된 네트워크
경로를 보거나 편집하고, Fibre Channel 포트를
보고, iSNS를 활성화합니다.
시스템 알림을 보낼 e-메일이나 SNMP 트랩

알림

일반, 이메일 및 SMTP, SNMP

대상을 추가하고, 언어 기본 설정을 변경하고,
임계값 알림을 활성화합니다.

4.19.5

LDAP 기능 향상
Dell EMC Unity OE 버전 4.4 이상에서 Users and Groups에서 디렉터리 서비스를 구성할 때 사용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Auto Discover 확인란을 선택하여 DNS에서 LDAP 서버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에 여러 LDAP 서버가 구성될 수 있으며 포리스트 레벨 인증을 지원합니다. 포리스트 레벨 인증을
사용하면 시스템은 도메인의 포리스트 레벨에서 LDAP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에
finance.dell.com이 있고 트리가 eng.dell.com인 경우 도메인 이름 dell.com을 제공하고 LDAP용 포트 3268
또는 LDAP Secure(LDAPS)용 포트 3269를 지정하면 두 트리 아래의 사용자가 인증할 수 있습니다. LDAP 및
LDAPS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Dell EMC Unity 보안 구성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39

39

디렉토리 서비스 – LDAP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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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

로그인한 사용자 옵션
그림 40과 같이 Settings 메뉴 옆에 있는 사용자 아이콘에는 사용자 언어 기본 설정 변경, 로그인한 사용자의
암호 변경, 로그아웃 옵션 등의 다양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40

4.19.7

추가 사용자 옵션

Unisphere 온라인 도움말
그림 41과 같이 상단의 메뉴 표시줄에 있는 다음 아이콘은 컨텍스트 기반 도움말 메뉴입니다.Unisphere에서
현재 페이지/마법사에 따라 해당 대화 상자의 옵션이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Dashboard 페이지에
있는 경우에 그림 42와 같이 온라인 도움말 아이콘은 Dashboard 페이지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로 직접
이동하는 옵션을 표시합니다.이를 통해 사용자는 온라인 도움말의 다양한 페이지를 검색하는 대신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 41

40

Unisphere 온라인 도움말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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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4.19.8

Unisphere 온라인 도움말

CloudIQ 실행
Dell EMC Unity OE 버전 4.1을 사용하면 Unisphere의 맨 오른쪽 상단에 CloudIQ 아이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CloudIQ GUI(http://cloudiq.dell.com)가 실행됩니다. CloudIQ에 시스템이 표시되도록
하려면 사용자는 ESRS를 설정하고 Settings 페이지에서 CloudIQ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그림 43 참조).

그림 43

41

CloudIQ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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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phere CLI
대부분의 일반 IT 관리자의 경우 Unisphere GUI 인터페이스를 통한 Dell EMC Unity 시스템 관리만으로도
일상적인 관리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합니다.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명령줄
인터페이스 사용을 즐기는 고급 사용자의 경우 Unisphere CL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리소스 구성
및 관리, 데이터 보호, 사용자 관리, 성능 메트릭 보기, 기타 유사한 작업을 비롯하여 Unisphere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Unisphere CLI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Dell EMC Unity OE 버전 4.3 릴리스에서 CLI는 ID 외에 알기 쉬운 이름으로 모든 객체에 대한 참조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 편의성이 향상되고 여러 시스템 또는 새로운 시스템의 스크립팅 및 관리가
쉬워집니다. 사용자는 호스트에 Unisphere CLI를 설치하고 기본 명령 프롬프트에서 Dell EMC Unity 시스템에
대해 CLI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Unisphere CL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nisphere CLI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ll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Unisphere 명령줄 인터페이스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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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API
REST API는 GET, POST, DELETE 등의 익숙한 HTTP 작업을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REST 아키텍처에는 특정 제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REST 구현일지라도
동일한 기본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다른 REST API 구축 환경에서 작업할지라도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REST API는 점차 대중화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공급업체에 관계없이 모든 어플라이언스에서 관리 요구 사항을 표준화하려는 데이터 센터에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Dell EMC Unity 플랫폼은 REST API를 완벽하게 지원하여 Dell EMC Unity 시스템을 관리하고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Dell EMC Unity의 REST API가 완벽하게 작동하여 Unisphere GUI에서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관리 작업을 REST API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ell EMC Unity의 REST
API는 모든 통신을 JSON 표기법으로 형식화합니다. 사용자는 환경에서 Dell EMC Unity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Perl 및 PHP와 같은 선호하는 스크립팅 언어를 사용하여 REST API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작업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고 실행 중이면 다음 웹 주소로 이동하여 REST API 문서 자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EST API 프로그래머 가이드 – https://<Management_IP>/apidocs/programmers-guide/index.html REST
API 참조 가이드 – https://<Management_IP>/apidocs/index.html
<Management_IP>는 시스템의 관리 IP입니다.
다음은 REST API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2개의 문서에 대한 정보입니다.
Unisphere Management REST API Programmer’s Guide는 REST API를 소개하고 API 사용 방법을
개괄적으로 보여 주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이 가이드는 시스템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ell EMC
Unity에 대한 Dell EMC 커뮤니티 포럼에서 소개하는 Info Hub에서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Unisphere Management REST API Reference Guide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REST API 리소스 유형, 속성 및
작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Dell EMC Unity 시스템용 REST API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Dell EMC Unity에 대한 Dell EMC
커뮤니티 포럼의 개발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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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스토리지 관리를 간소화한다는 Dell EMC Unity 제품군의 설계 목표가 Unisphere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Unisphere는 최신 HTML5 아키텍처와 탐색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스토리지 관리자를 위한
고급 환경을 보장하면서, 스토리지 관리 요구 사항에 대한 모범 사례를 활용합니다. 스토리지와 관련한 경험과
광범위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IT 관리자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블록 LUN 프로비저닝부터 로컬 및 원격 복제와 같은 고급 기능 사용까지 Unisphere는 Dell EMC Unity
스토리지 시스템의 기능을 완벽히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편리한 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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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및 리소스
Dell.com/support는 검증된 서비스와 지원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기술 문서 및 비디오는 고객이 Dell EMC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A.1

관련 리소스
다음 참고 자료는 Dell EMC 온라인 지원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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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l EMC Unity: 모범 사례 가이드

•

Dell EMC Unity: CTA(Cloud Tiering Appliance)

•

Dell EMC Unity: 압축

•

Dell EMC Unity: 파일 압축

•

Dell EMC Unity: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

Dell EMC Unity: 데이터 무결성

•

Dell EMC Unity: 데이터 감소

•

Dell EMC Unity: DR 액세스 및 테스트

•

Dell EMC Unity: 동적 풀

•

Dell EMC Unity: FAST 기술 개요

•

Dell EMC Unity: FLR(File Level Retention)

•

Dell EMC Unity: 고가용성

•

Dell EMC Unity: 플랫폼 소개

•

Dell EMC Unity XT: 플랫폼 소개

•

Dell EMC Unity: NAS 기능

•

Dell EMC Unity: MetroSync

•

Dell EMC Unity: MetroSync 및 홈 디렉토리

•

Dell EMC Unity: MetroSync 및 VMware vSphere NFS 데이터 저장소

•

Dell EMC Unity: 마이그레이션 기술

•

Dell EMC Unity: Ocata 릴리스용 OpenStack 모범 사례

•

Dell EMC Unity: 성능 메트릭

•

Dell EMC Unity: 스냅샷 및 씬 클론

•

Dell EMC Unity: OE(Operating Environment) 개요

•

Dell EMC Unity: 복제 기술

•

Dell EMC Unity: 가상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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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l EMC UnityVSA

•

Dell EMC Unity 클라우드 에디션과 VMware Cloud on AWS

•

Dell EMC Unity 인라인 데이터 감소 분석

•

Dell EMC Unity: SAN Copy를 활용한 Dell EMC Unity로의 마이그레이션

•

Microsoft Hyper-V와 Dell EMC Unity 스토리지 사용

•

Microsoft SQL Server와 Dell EMC Unity 스토리지 사용

•

Microsoft Exchange Server와 Dell EMC Unity 스토리지 사용

•

VMware vSphere와 Dell EMC Unity 스토리지 사용

•

Oracle 데이터베이스와 Dell EMC Unity 스토리지 사용

•

VMware 호라이즌 뷰 VDI와 Dell EMC Unity 350F 스토리지 사용

•

Dell EMC Unity: 3,000명의 VMware Horizon Linked Clone VDI 사용자

•

VMware Cloud Foundation 기반의 Dell EMC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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