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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AnyStor NAS의 소개

1. AnyStor NAS의 소개

정보 폭발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대부분의 기업에서 100MB 데이터의 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가 될 만큼 정보의 가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폭발 및 가치의 증가와 더불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사용자 요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정보를 효율적으

로 저장하고, 재난이나 사용자의 실수 및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며, 언제 어디서든 접근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사용자들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AnyStor NAS는 이런 사용자 요구를 효과적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스토리지 솔루

션입니다. AnyStor은 네트워크를 통한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의 NAS(네

트워크 Attached Storage) 시스템으로 대용량 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관리 기능과 완벽한 데이터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대용량 네트워크 스토리지 통합 솔루션입니다. 파이버 채널과 기가비트 이더넷 등의

고성능 인터페이스 지원을 통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고, 다양한 신뢰성 지원 기능

을 바탕으로 빠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전송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NFS, CIFS를 포함한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플랫폼 사용자들이 보다 효율적NFS, CIFS를 포함한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플랫폼 사용자들이 보다 효율적

으로 데이터를 저장/관리 및 공유가 가능하며, 웹 기반의 강력한 관리기능을 제공하는 AnyStor원격 관

리 도구를 통하여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AnyStor에서 제공하는 고성능 백업 및 Advanced Snapshot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복원 기능은

사고, 사용자의 실수 등에 따라 손실된 데이터의 신속한 복구를 가능케 하여 재난에 대비한 완벽한 데이

터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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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AnyStor NAS의 소개

1-1. AnyStor 500

AnyStor 500은 SATA를 기반으로 하는 일체형 NAS 시스템입니다. 수십~수백 명에 이르는 사용자에

게 고속의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AnyStor 500은 다양한 고성능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를 제공합니다. 그림 1은 AnyStor 500의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yStor 500은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AnyStor1000 소프트웨어는 AnyStor 500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소프

트웨어, 및 데이터 백업 도구로 구성됩니다. 

본 절에서는 AnyStor 500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주요 사양에 대해 기술합니다.

Category Main Structure Misc.

CPU Dual-Core Intel Xeon 2.0GHz

Memory Max. 32GB

Network Card Dual GbE NIC(10/100/1000) – UTP Type

Storage S-ATA Type

◈ AnyStor 500 series의 하드웨어 사양

Storage S-ATA Type

RAID Level : 0, 1, 0+1, 3, 5 with spare disk H/W 방식

Other Items 350W Power Supply P/S

Hot swappable SATA storage bay

◈ AnyStor 500 series의 소프트웨어 사양

Category Main Structure Misc.

운영체제 GBS

지원 프로토콜 CIFS, NFS, SNMP, DHCP, DNS, HTTP etc.

스토리지 관리 저널링 파일 시스템

최대 볼륨 개수 – 256개

단일 볼륨 최대 크기 – 9TB

사용자 및 그룹 쿼터

향상된 스냅샷 기능

논리적인 스토리지 가상화

시스템 관리 웹 관리자

테이프 백업

네트워크 백업 옵션

※ 제품의 외관 및 사양 등은 제품 성능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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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AnyStor NAS의 소개

1-2. AnyStor 3000/5000/Gateway

AnyStor NAS 3000/5000/GW은 SATA/FIBRE CHANNEL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형(Middle-

Range)급 NAS 시스템입니다. 수십~수백 명에 이르는 사용자에게 고속의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AnyStor NAS 3000/5000/GW는 다양한 고성능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AnyStor NAS 3000/5000/GW은 하드웨어 및 AnyStor NAS 3000/5000/GW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AnyStor NAS 3000/5000/GW 소프트웨어는 NAS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백업

도구로 구성됩니다.

Category Main Structure Misc.

CPU Dual-Core Intel Xeon 2.0GHz * 2

Memory Max. 32GB

네트워크
Connectivity

Dual GbE NIC(10/100/1000) – UTP Type
Max. 6GbE port

◈ AnyStor 3000/5000 series의 하드웨어 사양

Optic GbE(optional)

17TB 이상의 스토리지 지원

FIBRE CHANNEL & FC Storage Interface 지원
Max. 4FC port

◈ AnyStor 3000/5000 series의 소프트웨어 사양

Category Main Structure Misc.

운영체제 GBS

지원 프로토콜 CIFS, NFS, SNMP, DHCP, DNS, HTTP, FTP etc.

스토리지 관리 최대 볼륨 개수 – 256개

사용자 및 그룹 쿼터

향상된 스냅샷 기능

논리적인 스토리지 가상화

시스템 관리 웹 관리자

시리얼 케이블을 이용한 시스템 설정 지원

Local Backup

NDMP

네트워크 Link Aggregation

HA Cluster(Active-Active/Active-Standby) 옵션

Remote 볼륨 mirroring 옵션

※ 제품의 외관 및 사양 등은 제품 성능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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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AnyStor NAS의 소개

데이터에 중심을 둔 고성능의 NAS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에 최적화된 임베디드 OS는 파이버 채널과 기가비트 이더넷 등의
고성능 인터페이스를 지원함으로써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고, 고성능의 저널링 파
일 시스템을 지원하여 파일 시스템 이상 발생시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장애감지 기능과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지원 기능을 바탕으로 빠르고 신뢰성 있는 데이
터의 전송 및 관리가 가능하다. 고가용성 지원을 위하여 Active - Active (AnyStor 1000/5000/GW일
경우) 모드의 HA기능이 제공됩니다.

효율적인 물리적/논리적 스토리지 관리

AnyStor 는 물리적/논리적 스토리지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리적 디스크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
며, 논리 볼륨의 생성, 삭제, 온라인 변경 등의 다양한 논리 볼륨 관리 기능을 제공 합니다. 사용자
별 디스크 사용 제어(디스크 쿼타) 관리가 가능하며, 볼륨 스냅샷(Snapshot)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플랫폼 사용자들을 위한 데이터 공유 지원

NFS와 CIFS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파일 서비스 및 데이터 공유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원격의 스토리지를 마치 자신의 디스크처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

2. AnyStor NAS의 특장점

NFS와 CIFS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파일 서비스 및 데이터 공유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원격의 스토리지를 마치 자신의 디스크처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
서나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함께 사용해야 하는 자료를
중앙에 저장해 놓고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데이터의 관리 및 재해 복구 시스템 구성

AnyStor NAS 1000/5000/GW는 효율적으로 데이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
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yStor NAS 1000/5000/GW의 백업 기능은 여러 형태의 NAS에 있는 데
이터의 복사본을 만들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사고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고성능
저널링 파일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에 몇 십 분에서 몇 시간까지 걸리던 NAS의 복구 시간을
몇 분 단위로 줄임으로써 시스템의 중단 시간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 증권, 은행 및 e-비즈니스, 인터넷 컨텐츠 업체 등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NAS 1000/5000/GW 장애 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Clustering Option을 제공합니다.

웹 기반의 효율적인 NAS시스템 관리

AnyStor는 NAS 시스템을 웹을 통하여 원격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
다. 이 밖에도 웹을 통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정보 백업 기능 등의 다양한 시
스템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매뉴얼이 없이도 시스
템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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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AnyStor NAS의 시작

1. AnyStor NAS 부팅

시스템의 전원을 켠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부팅 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Starting

AnyStor 5.0 ……………………………………………………………………………………

AnyStor is now available…

2. AnyStor 500의 시작

2-1. AnyStor 500 RAID 설정

AnyStor 500은 단위 디스크들을 RAID로 구성하여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본절에서는 “RAID-5” 및 “RAID-5 + 스페어 디스크(Spare 디스크)”를 형태로 RAID를 구성하는 방법을

기술합니다. 스페어 디스크를 포함하여 RAID를 구성하면 디스크 오류 시 오류난 디스크의 내용을 스페

어 디스크에 자동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AnyStor 500의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단, RAID 구성은 데이터의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므로 꼭 본사 기술지원의 협조를 받으시

기 바랍니다.

2-2. AnyStor 500 초기 설정

AnyStor 100/500은 O/S 설치 시 입력한 IP를 초기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IP를 웹브라우저로 접

속하면 AnyStor 관리툴이 구동되고, 장비 설정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네트워크 설정은 Chaper3의 1 장과 4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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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nyStor 500 스토리지 구성

AnyStor 100/500은 제품 출하 시 각 디스크를 H/W적으로 가상 볼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증설이나 RAID Level 변경 시 Data유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당사에 문의 바랍니다.

Chapter 2. AnyStor NAS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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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ogging In/Out

▶ AnyManager에 로그인 하려면

① 일반 PC에서 Internet Explorer(버전 4.0이상) 작동시키십시오.

② 관리하고자 하는 AnyStor NAS의 웹 주소(http://주소/admin.html)를 입력하면, 아래 [그

림 3.1.1]과 같이 로그인 화면이 보입니다.

③ 시스템 관리자인 경우 ‘System manager’ 메뉴를 선택합니다.

④ ‘Service Manager’는 웹 디스크 라이선스를 등록하고 ‘웹 디스크 볼륨’을 생성하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1. AnyManager – System manager

AnyStor NAS는 AnyManager를 통해서 시스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AnyManager는 AnyStor NAS의 웹 원격 관리도구 입니다.

 

[ 그림 3.1.1  AnyManager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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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Manager의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

① 시스템 관리자가 ‘System Manager’를 선택한 경우 [그림 3.1.2]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

습니다.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② 시스템 관리자의 ID와 암호를 넣으시고 ‘Login’ 버튼을 누르십시오. 암호는 [계정]-[관리

자]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③ 시스템 관리자로 초기 암호는 ID : admin / Password : admin 입니다.

[ 그림 3.1.2  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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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nyManager 메인 화면

AnyStor NAS의 관리를 위한 메인 관리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메뉴는 왼쪽 편에 있으며, 오른

편 화면에는 각각의 메인 메뉴에 해당하는 서브 메뉴와 서브 메뉴에 해당하는 화면으로 구성됩니다.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 그림 3.1.3  AnyManager 메인 관리화면 ] 

▶ 상태 모니터

상태 모니터에는 시스템 상태와 AnyStor NAS 3000/5000/GW의 경우에는 HA 의 상태도 표시합니다. 

정상적인 상태 시는 시스템 상태부분에 녹색볼이 나타나며 시스템 상태부분을 클릭 시 오른쪽 화면에

일부 시스템 자원의 상태를 보여주며 시스템 상태가 비정상적이거나 주의를 할 사항이 있을 시는 시스

템 상태 부분에 황색볼이나 적색볼이 나타나며 시스템 상태 부분을 클릭 시 오른쪽 화면에 상태가 비정

상적이거나 주의를 할 사항들의 정보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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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 메뉴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 및 각 메뉴에 대한 기능이 아래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Menu Sub Menu Functions

Logout - AnyStor NAS GW 세션 종료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 CPU, Memory, Hardware, 볼륨 정보

CIFS 상태 CIFS 서비스 상태

NFS 상태 NFS 서비스 상태

디스크 상태 OS 디스크 상태 또는 스토리지 디스크 상태

시스템 성능 CPU, Memory 사용률, Storage I/O, Network I/O, NFS 서버 IOPS 모니
터링 결과 히스토리

시스템 명세서 CPU, Memory, NIC, HBA 정보

LVM 논리 디스크 논리 디스크 관리

논리 볼륨 논리 볼륨 관리

AnyShot AnyShot 볼륨 관리

네트워크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정보 설정

공유 네트워크 구성 CIFS 네트워크 환경 설정 및 ADS 설정

보안 Host 접근 권한 설정

NIS 설정 NIS 서버 및 도메인 설정

Link Aggregation Link Aggregation 설정 및 관리

라우팅 라우팅 테이블 관리라우팅 라우팅 테이블 관리

공유 설정 공유이름 및 경로 설정

CIFS Global, Host, Group and 사용자 Privilege

NFS Global and Host Privilege

AppleTalk Global, Group and 사용자 Privilege

계정 사용자 사용자 계정

그룹 그룹 계정

관리자 관리자 계정

디스크 쿼타 사용자 및 그룹 쿼타

기본 설정 사용자 기본 설정 및 사용자, 그룹 쿼타

NIS 계정 NIS 사용자 및 그룹 정보

시스템 경보 관리자 E-mail 및 정보 설정

로그 Command, Event and Volume log

시간 시스템 날짜 및 시간 설정, 시간 표준화

서비스 CIFS, NFS, SNMP, NDMP 서비스 Daemon

유지관리 System Config and 로그 Backup
버전 업그레이드, 시스템 설정 정보 재설정 및 초기화

라이센스 AnyStor 라이센스 관리

전원 Quick Reboot, Quick 전원끄기, 시스템 체크

AnyReplicator Source 설정 AnyReplicator Source 관리 및 설정(옵션)

호스트 등록

Replica 설정 AnyReplicator Replica 관리 및 설정(옵션)

리포트 보기 AnyReplicator Report 보기(옵션)

HA Active/Active IP 설정 및 서비스 시작(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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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스템 상태

시스템 상태는 CPU, 메모리, 하드웨어(보드 지원 시), 볼륨 상태정보 그리고 시스템 상태가 비정상적

이거나 주의를 할 사항이 있을 시 그것들의 목록을 보여줌으로써 관리자가 시스템의 현재상태를 알기

쉽도록 도와줍니다.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2. 시스템 정보

[ 그림 3.2.1  시스템 정보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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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시스템 자원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 CPU / Memory

CPU와 메모리의 사용량을 제공합니다. 각 CPU나 메모리의 BAR에 접근하면 사용량을 수치로 보여줍니

다. CPU와 메모리의 사용량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녹색볼이 표시되며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황색볼이나

적색볼이 표시됩니다. 

[그림 3.2.2]는 CPU 사용량과 메모리사용량을 보여주는 GUI 입니다. 정확한 사용율을 알고 싶으면 해당

BAR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래와 같은 정확한 사용율이 표시됩니다. 

아래 그림은 메모리 BAR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의 화면입니다.

[ 그림 3.2.2  CPU와 Memory 사용량 정보 ][ 그림 3.2.2  CPU와 Memory 사용량 정보 ]

▶ 하드웨어

하드웨어 상태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시 항목은 각 서버 보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각 항목들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녹색볼이 표시되며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황색볼이나 적색볼이 표시됩니다. [그림

3.2.3]는 하드웨어 상태를 표시하는 예입니다.

[ 그림 3.2.3  하드웨어 상태 정보 ] 16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 볼륨 정보(볼륨)

각 볼륨 당 사용량을 제공합니다. 볼륨 사용량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녹색볼이 표시되며 비정상적인 경

우에는 황색볼이나 적색볼이 표시됩니다.  [그림3.2.4]은 볼륨의 사용량을 표시하는 예입니다.

[ 그림 3.2.4  볼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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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비정상 시스템 상태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NAS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시스템 상태가 존재 시 그것들의 목록을 생성, 유지합니다. 다

시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을 시는 해당하는 자원의 정보는 목록에서 삭제되므로 현재 비정상적인 시스템

의 자원들의 정보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3.2.5]는 강제적으로 비정상적인 시스템 상태를 발생시킨 후 목록의 예입니다.

[ 그림 3.2.5  비정상 시스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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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IFS 상태

CIFS의 상태는 [시스템 정보]-[CIFS 상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2.6]는 CIFS 서비스의

상태 정보를 표시하는 예입니다. 

표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 CIFS 기본 정보

Windows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와의 연결 환경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정 가능한 부분과

AnyStor 정책 상 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A. WorkGroup : Windows 네트워크 환경의 어떤 Work 그룹에 참여할 지 나타냅니다. [네

트워크]-[공유 네트워크 구성]-”워크그룹”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B. Server String : Windows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AnyStor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네

트워크]-[공유 네트워크 구성]-”설명”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C. NetBios Name : Windows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할 컴퓨터 이름을 나타냅니다. [네트

워크]-[공유 네트워크 구성]-”넷바이오스 이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 Security : [네트워크]-[공유 네트워크 구성]에서 설정한 “인증방식”의 설정 정보를 보여

줍니다.  도메인 컨트롤러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ads(Active Directory Service)”라고 표

시됩니다.

E. Dir Mask : Windows 사용자가 디렉토리를 생성할 경우 자동으로 생성되는 퍼미션을 나

타내며, 고정값입니다.

F. File Mask : Windows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할 경우 자동으로 생성되는 퍼미션을 나타내

며, 고정값입니다.

G. WINS Server : [네트워크]-[공유 네트워크 구성]-“WINS 서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H. NAS Charset : AnyStor Character set을 나타내며, 나라별 언어 설정 및 문자 타입 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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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FS 공유 정보

A. 공유 이름 : CIFS 프로토콜에 등록된 공유 이름

B. 할당된 볼륨 : 공유가 속한 논리 볼륨 이름

C. 가용 상태 : 사용 가능 여부 표시

D. 사용자 ACL : 해당 공유에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와 퍼미션 정보

E. 그룹 ACL : 해당 공유에 접근이 가능한 그룹과 퍼미션 정보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 CIFS 연결 상태 : CIFS로 AnyStor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정보

A. 사용자 / 그룹 : 접속한 사용자와 그룹 이름

B. 컴퓨터 이름(IP) : 접속한 컴퓨터 이름과 그 아이피 주소

C. 공유 :  날짜 : 접속한 공유 이름과 접속한 날짜

[ 그림 3.2.6  CIFS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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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FS 상태

NFS의 상태는 [시스템 정보]-[NFS 상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2.7]은 NFS 서비스의 상태 정보를 표시하는 예입니다. 표시되는 정보는 각 공유 디렉터리에 대

한 사용량과, NFS V2, V3에 대한 상태 정보 입니다.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 그림 3.2.7  NFS 서비스 상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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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디스크 상태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2-4-1. 스토리지 디스크 상태 (AnyStor 500series에만 해당됨)

AnyStor 500 시리즈에서는 스토리지의 전반적인 상태 정보를 보여줍니다. 설정되어 있는 스토리지

볼륨과 디스크의 상태를 포함한 정보와 동작 중 발생한 이벤트를 보여줌으로써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그림 3.2.8  스토리지 디스크 상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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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OS 디스크 상태 (AnyStor 3000/5000/GW에 해당됨)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AnyStor 3000/5000/GW시리즈는 시스템 OS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단일 OS 이미지에 의한 Single-

point-of-failure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OS 디스크 미러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미러링된 OS의 활용

으로 시스템은 무중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상태] 메뉴에서는 미러링된 OS 디스크의 상태를 파악하여 디스크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

공지를 수행하고, OS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첫번째 디스크가 오

류가 나더라도 두번째 디스크 하나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그림 3.2.9  OS 디스크 상태 ]

① OS 디스크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OS 디스크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OS 디스크의 상

태는 [그림 3.2.9]에서와 같이 [디스크 상태] 메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OS 디스크가 정

상이 아닐 경우 다음의 과정을 수행합니다.

② 이상이 있는 OS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③ 새로운 OS 디스크를 삽입합니다.

④ 새로운 OS 디스크를 삽입하면, 자동으로 복구를 시작합니다.

⑤ 복구가 완료되면 두 개의 디스크 모두 ‘online’ 이나 ‘optimal’로 표시됩니다.

⑥ 복구되지 않을 경우, 디스크 또는 시스템 하드웨어를 점검한 후 다시 위의 과정을 반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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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스템 성능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한 NAS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성능 모니터링 결과 히스토리

를 보여 줍니다.

A. CPU 사용률

B. 메모리 사용률

C. 스토리지 I/O ( Read , Write )

D. 네트워크 I/O ( Receive , Send ) 

E. NFS 서버 IOPS (Read + Write)

[ 그림 3.2.10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히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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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스템 명세서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한 시스템 명세서를 보여줍니다.

A. 시스템 버전 정보(운영체제, 웹 관리자)

B. CPU 정보(모델명, 속도, 캐쉬 용량, 물리적인 개수, 논리적인 개수)

C. 메모리 정보(총 용량)

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정보(PCI 버스 ID, 모델명)

E. 호스트 버스 어댑터 카드 정보(PCI 버스 ID, 모델명) 

[ 그림 3.2.11  시스템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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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3. 볼륨 관리(LVM)

AnyManager의 논리 볼륨 관리자(LVM: 논리 볼륨 Manager)는 실제 디스크를 논리적인 볼륨으로 바

꾸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의 커다란 볼륨으

로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작은 볼륨으로 구성하는 등의 다양한 볼륨 관리가 가능하며, 실제 디스크들이

할 수 없는 온라인 볼륨 확장이나 스냅샷 같은 복잡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AnyManager의 볼륨 관리는 논리 디스크의 설정 및 논리 볼륨 설정의 두 단계를 거쳐 수행됩니다. 

AnyManager의 볼륨 관리는 [그림 3.3.1]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물리 디스크는 하나의 RAID

0 혹은 RAID5 타입의 논리 디스크로 구성될 수 있으며, 논리 디스크는 하나 이상의 논리 볼륨으로 생성

됩니다.

논리볼륨

[ 그림 3.3.1  AnyManager의 스토리지 관리]

D4물리디스크 D1 D2 D3

논리디스크 Logical Disk (RAID0 or RA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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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논리 디스크

[LVM]-[논리 디스크] 메뉴는 실제 디스크들을 가상의 논리 디스크로 변환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

다. 하나 이상의 물리 디스크를 논리 디스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 3.3.2]는 논리디스크의 설정을 위한 GUI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 그림 3.3.2  논리 디스크의 설정 관리] 

▶ 물리디스크

실제적인 디스크 장비입니다. AnyStor는 물리 디스크를 자동으로 발견하여 그 정보를 GUI를 통하여 보

여 줍니다. [그림 3.3.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GUI를 통하여 보여주는 정보는 디스크 이름, 타입과 디

스크의 크기 및 논리 디스크 할당 정보 입니다.

▶ 논리디스크

관리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실제 디스크들로부터 논리 디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논리 디스크는

물리 디스크가 여러 개 일지라도 하나의 디스크로 동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AnyManager는 생성된 논리 디스크의 정보를 GUI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그림 3.3.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논리 디스크 이름, 상태, 사용량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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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3  논리 디스크의 생성 ] 

▶ 논리디스크 생성

� 디스크 스트라이핑을 사용하지 않는 논리 디스크 생성

① [LVM]-[논리 디스크] 메뉴로 이동합니다

② 할당 가능 물리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③ [그림 3.3.3]과 같이 “논리 디스크 이름”을 입력합니다.

④ “논리 디스크 생성’ 항목에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 디스크 스트라이핑을 사용하는 논리 디스크 생성 ( 옵션 사항 : 기술지원에 문의 )

① [LVM]-[논리 디스크] 메뉴로 이동합니다 .

② 최소 2개 이상의 같은 크기( 오차 범위: 0.1GB )의 할당 가능 물리 디스크들을 선택합니

다.

③ [그림 3.3.4]와 같이 “논리 디스크 이름”을 입력합니다.

④ 디스크 스트라이핑 체크 박스를 체크합니다.

⑤ “논리 디스크 생성’ 항목에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림 3.3.4  논리 디스크의 생성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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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5  논리 디스크 정보 표시 ] 

� 생성된 논리디스크의 정보는 ‘논리디스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3.3.5]은 앞의 논리 디

스크 생성 명령에 의해 생성된 논리 디스크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 NOTE

논리디스크를 RAID5로 잡을 경우 디스크 빌드 타임으로 인한 2~3시간의 시간 소요가 필요합니다. 

논리디스크 생성 시 주의 바랍니다. ( AnyStor 500 모델 )

▶ 논리디스크 확장

① 할당 가능한 물리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② 논리 디스크 정보를 참조하여 이미 생성되어 있는 확장하고자 하는 “논리 디스크의 이

름” 을 입력합니다.름” 을 입력합니다.

③ “논리 디스크 생성’ 항목에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림 3.3.6  논리 디스크의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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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디스크 삭제

① [그림 3.3.5]의 “논리 디스크 정보” 항목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논리 디스크 삭제는 “논

리 디스크 정보”항목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논리 디스크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논리 디스크에 볼륨이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③ 해당 논리 디스크에 논리 볼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삭제가 되지 않으며,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논리 디스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논리 볼륨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논리 볼

륨의 제거는 다음 항의 [논리 볼륨] 메뉴에서 설명합니다.

.

※ NOTE

많은 I/O 가 일어날 경우에 논리 디스크 메뉴의 항목들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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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논리 볼륨 설정

[논리 볼륨] 메뉴는 논리 디스크를 기반으로 가상의 논리 볼륨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의

논리 디스크에는 하나 이상의 논리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3.3.7]는 논리 볼륨의 설정을 위한 GUI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nyManager는 논리 볼륨에 대한 스

냅샷 기능을 제공하며 [LVM]-[AnyShot] 메뉴에서 스냅샷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 그림 3.3.7  논리 볼륨 설정 관리 화면] 

▶ 논리 볼륨

논리 볼륨은 일반 디스크의 파티션처럼 논리 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 볼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볼륨의 크기도 확장될 수 있으며 파일 시스템은 이 영역에서 만들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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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 볼륨 생성

① 논리 볼륨은 [LVM]-[논리 볼륨] 메뉴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② 논리 볼륨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논리 볼륨이 포함되어야 할 논리 디스크를 먼저 선택해

야 합니다. [그림 3.3.7]는 논리 볼륨을 생성하기 위해 “LD”라는 논리 디스크를 선택한 그

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③ 논리 디스크를 선택하면 논리 디스크 내에 선택되어 있는 논리 볼륨의 정보를 볼 수 있

습니다.

④ 논리 볼륨은 “논리 볼륨 생성” 항목에서 생성합니다. [그림 3.3.8]은 볼륨의 이름이 “LV1”

이고 크기가 10GB 인 볼륨을 생성하는 예입니다.

⑤ 원하는 볼륨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⑥ 원하는 볼륨 크기를 입력하십시오. 이때 우측의 최대 볼륨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림 3.3.8]의 경우 최대 볼륨 크기는 196GB입니다. 최대 볼륨 크기 이내의 볼륨 크기를 입

력하십시오. (최소 볼륨 크기는 0.1GB입니다.)

⑦ 웹 디스크 볼륨으로 지정하시려면 “웹 디스크” 항목을 체크하여 주십시오.(주의 : 웹 디스

크를 사용하시려면 웹 디스크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AnyReplicator 로그 영역을 지정

하시려면 “AnyRep. 로그”항목을 체크하여 주십시오.(주의 : AnyReplicator를 사용하시려

면 AnyReplicator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FTP 홈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FTP 홈”항목을

체크하여 주십시오.(주의:FTP는 옵션 사항입니다. 기술지원에 문의하십시오.)

⑧ 버튼을 누르십시오.

⑨ 논리 볼륨 이름과 논리 볼륨 크기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였을 경우 논리 볼륨이 생성됩니

다. 정상적인 입력 값이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에러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 경우 메시지 확인 후 적절한 값을 입력하십시오.

[ 그림 3.3.8  논리 볼륨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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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논리 볼륨의 생성 여부는 “논리 볼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볼륨은 자동

으로 마운트 되어 즉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의 비 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하여 생성

된 볼륨이 마운트 되지 않았을 경우 “논리 볼륨 정보’ 항목의 “마운트” 필드에서 마운트

와 언마운트가 가능합니다.

.

[ 그림 3.3.9  논리 볼륨 정보 ] 

※ NOTE

I/O가 일어날 경우에 논리 디스크 메뉴의 항목들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화면이 나

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 NOTE

[ 그림 3.3.10  웹디스크 볼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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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 볼륨 삭제

① 논리 볼륨의 삭제는 “논리 볼륨 정보”에서 수행합니다. “논리 볼륨 정보” 항목의 “삭제” 

필드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② 버튼을 누르십시오(그림 3.3.11 참조)

③ 메시지 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④ 해당 볼륨이 공유되어 잇는 경우는 볼륨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유] 메뉴로

가서 해당 볼륨의 공유를 제거하고 난 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 그림 3.3.11  논리 볼륨 삭제 ] 

※ NOTE

많은 I/O 가 일어날 경우에 논리 볼륨의 삭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AnyShot 볼륨을 가지고 있

다면 제거할 수 없습니다. 만일 관리자가 제거 하길 원한다면 모든 스냅샷 볼륨을 제거 해야 합니다.

▶ 논리 볼륨 확장

① 논리 볼륨의 확장은 “논리 볼륨 정보”에서 수행합니다. “논리 볼륨 정보” 항목의 “확장” 

필드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② 버튼을 누르십시오(그림 3.3.12 참조)

[ 그림 3.3.12  논리 볼륨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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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확장” 버튼을 누르면 [그림 3.3.13]의 입력 창을 볼 수 있습니다.

② 확장을 원하는 만큼 크기를 입력하세요. [그림 3.3.13]은 2GB를 확장한 예입니다.

③ 확장을 원하시면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취소를 원하시면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④ 논리 디스크 내에 확장을 원하는 만큼의 여분의 공간이 존재할 경우 볼륨은 온라인으로

확장됩니다. 확장이 완료되면 논리 볼륨의 크기가 확장되어 “논리 볼륨 정보” 항목에 표

시됩니다.

⑤ 논리 디스크 내에 확장을 원하는 만큼의 여분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에러 메시지

가 발생합니다.

[ 그림 3.3.13  논리 볼륨 확장을 위한 입력창 ] 

※ NOTE

많은 I/O가 일어날 경우에 논리 볼륨 확장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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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nyShot

AnyShot 기능은 현재 존재하는 논리 볼륨의 한 시점에 대한 이미지 입니다. 이 이미지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AnyShot 볼륨 크기, 원본 논리 볼륨에 데이터 변화량에 따라 이미지 보존 기간이 결정됩니다. 

단 AnyShot 볼륨 생성 시, 원본 볼륨 크기로 볼륨 크기를 설정 하면 영구 보존이 가능합니다.

AnyShot은 크기가 큰 논리 볼륨 백업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공유된 논리 볼륨은 지속적인 I/

O가 있기 때문에 백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논리 볼륨을 AnyShot을 사용하

여 이미지를 만들고, 백업을 수행하면 어느 한 시점에 대한 백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AnySh

ot 볼륨을 생성하여, 사용자 실수나 프로그램 문제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근에 생성한 A

nyShot 볼륨을 복구하거나 파일을 복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nyShot의 기능은 AnyShot 볼륨 생성, 확장, 삭제, 마운트가 가능하며, 생성에 대한 스케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리볼륨을 생성하여 AnyShot 볼륨을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I/O가 거의 없는 시간)에 복구를 수행하여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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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참조]

[ 그림 3.3.14  AnyShot 볼륨 리스트 ] 

▶ AnyShot 볼륨 정보

AnyShot 웹 매니저는 AnyShot 볼륨 정보를 제공합니다. AnyShot 이름과 원본 볼륨 사용량 마운트

정보 및 AnyShot 볼륨 확장, 삭제, 마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그림 3.3.14 참조). 화면에 보이는 볼륨 사

용량은 데이터 사용량이 아닌 물리적 사용량 입니다.

만약 AnyShot 볼륨이 원본 볼륨의 I/O에 의해 사용량이 100%가 되면 AnyShot 볼륨은 INACTIVE 상태

가 되며,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관리자는 이 점을 항상 유념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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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Shot 볼륨 생성

AnyShot 볼륨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원본 볼륨과 볼륨 크기를 지정하여 생성해야 합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논리디스크를 선택합니다.(그림 3.3.15 참조)

② 논리 볼륨을 선택합니다(그림 3.2.16 참조).

[ 그림 3.3.15  논리 디스크 선택 ] 

③ AnyShot 볼륨 크기 입력 합니다. 볼륨 크기는 원본 볼륨 크기의 15% 이상, 100% 이하여

야 합니다. 또한 생성 논리 디스크에 사용 가용량보다 작아야 합니다. 논리 디스크와 논

리 볼륨을 선택하면 입력 가능한 크기가 입력 필드 옆에 표시 됩니다.(그림 3.3.17 참조)

④ AnyShot 볼륨을 지금 생성할 것인지 예약 생성 할것인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금 생성

을 해야 할 경우는 [그림 3. 3.18]과 같이 ‘지금 수행’ 항목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그림 3.3.17 AnyShot 볼륨 크기 입력 ] 

[ 그림 3.5.16  논리 볼륨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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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든 입력이 끝나면 버튼을 클릭하여 AnyShot 볼륨을 생성합니다. AnyShot 볼

륨 이름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그림 3.3.14]과 같이 [원본볼륨이름]-[날짜][생성시간] 형

식의 이름을 갖습니다.

[ 그림 3.3.18  AnyShot 볼륨 생성 ] 

식의 이름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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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Shot 볼륨 예약

AnyShot 볼륨을 일정 스케줄에 맞추어 예약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AnyShot 생성 1~3단계 수행

② [그림 3.3.19]와 같이 항목을 선택하고, 일정을 지정합니다. 예약과 동시에

AnyShot 볼륨을 생성할 경우에는 항목도 같이 선택하여 주십시오.

③ 원본 볼륨에 대한 AnyShot 최대 생성 개수와 로테이트 수행 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④ 모든 입력이 끝나면 버튼을 클릭하여 AnyShot 볼륨 생성 스케쥴을 등록합니다. 

[ 그림 3.3.19  AnyShot 생성 예약 ] 

등록 수행 후에는 [그림 3.3.20]와 같이 예약 리스트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림 3.3.20  AnyShot 볼륨 생성 예약 리스트 ] 

▶ AnyShot 볼륨 생성 예약 삭제

AnyShot 볼륨 생성 예약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AnyShot 볼륨 생성 예약 리스트의 해당 항목에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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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Shot 볼륨 삭제

AnyShot 볼륨을 삭제 하기 위해서는 AnyShot 볼륨 리스트(그림 3.3.14 참조)의 해당항목에 버

튼을 클릭하시면 [그림 3.3.21]과 같이 삭제 여부를 묻는 대화창이 출력 됩니다. 삭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그림 3.3.21  AnyShot 볼륨 삭제 확인 ] 

[ 그림 3.3.22  AnyShot 볼륨 확장 전 ] 

▶ AnyShot 볼륨 확장

AnyShot 볼륨 사용량이 100%가 되어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본 볼륨 크기(

생성 당시)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AnyShot 볼륨을 확장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AnyShot 볼륨 리스트(그림 3.3.22 참조)의 해당항목에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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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림 3.3.23]와 같이 확장 크기를 입력 받는 대화창이 출력됩니다. 확장 사이즈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③ 확장 후에는 [그림 3.3.24]과 같이 볼륨 크기가 확장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 그림 3.3.23  AnyShot 볼륨 확장 크기 입력 ] 

[ 그림 3.3.24  AnyShot 볼륨 확장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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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Shot 볼륨 마운트

AnyShot 볼륨을 공유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볼륨 마운트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AnyShot 볼륨을 마운

트 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AnyShot 볼륨 리스트(그림 3.3.14 참조)의 해당 항목에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② [그림 3.3.25]과 같이 디렉토리 입력 대화창이 출력됩니다. 원하는 마운트 디렉토리 이름

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수행 후 [그림 3.3.26]와 같이 마운트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림 3.3.25  AnyShot 볼륨 마운트 이름 입력 ] 

③ 수행 후 [그림 3.3.26]와 같이 마운트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림 3.3.26  AnyShot 볼륨 마운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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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Shot 볼륨 복구

AnyShot은 AnyShot 볼륨 데이터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AnyShot 볼륨 데이터를 단순히 읽기 위

해서는 AnyShot 볼륨 자체를 공유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데이터를 복구하여 읽기/쓰기가 가능하게 하

려면 AnyShot 볼륨을 논리 볼륨에 복제해야 합니다. AnyShot 복구 기능을 새로운 논리 볼륨을 생성하

여 AnyShot 볼륨 데이터를 복구 합니다. 

AnyShot은 복구를 위해 [그림 3.3.27]과 같은 관리 화면을 제공합니다. 복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① AnyShot 볼륨을 선택합니다.(그림 3.3.28 참조)

② 복구될 논리 볼륨을 생성할 논리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그림 3.3.29 참조)

[ 그림 3.3.27  AnyShot 볼륨 복구 ] 

[ 그림 3.3.28  AnyShot 볼륨 선택 ] 

[ 그림 3.2.29  논리 디스크 선택 ] 

43



③ 복구될 논리 볼륨의 이름을 입력합니다.(그림 3.3.30 참조)

④ 복구될 논리 볼륨의 크기를 입력합니다. [그림 3.3.31]과 같이 원본 볼륨 크기(생성 당시) 

또는 그 볼륨의 사용량만큼 크기를 생성할 것인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복구 후 사용 용

도에 따라 생성 하시면 됩니다. 생성 후에 논리 볼륨 관리자에서 크기 확장이 가능합니다. 

⑤ 지금 복구할 것인지 복구할 시점을 예약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지금 바로 복구를 수행

하여야 한다면, [그림 3.3.32]와 같이 ‘지금 수행’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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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30  논리 볼륨 이름 입력 ] 

[ 그림 3.3.31  논리 디스크 크기 선택] 

⑥ [그림 3.3.32] 와 같이 모든 항목에 대한 입력이 끝났으면,               버튼을 클릭하여 복

구를 수행해 주십시오. 

[ 그림 3.3.32  복구 시점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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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Shot 볼륨 복구 예약

AnyShot은 복구 시점을 선택하여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nyShot 볼륨 복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

니다. 

① AnyShot 볼륨 복구 1단계에서 4단계를 수행합니다.

② [그림 3.3.33] 와 같이 항목을 선택합니다.

③ [그림 3.3.34] 과 같이 모든 항목에 대한 입력이 끝났으면,            버튼을 클릭하여 스케

쥴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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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33  AnyShot 볼륨 복구 예약 선택 ] 

④ 스케쥴 등록 작업이 끝나면 [그림 3.3.35]과 같이 AnyShot 볼륨 복구 리스트에 추가되었

음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림 3.3.34  AnyShot 볼륨 복구 입력 예 ] 

[ 그림 3.3.35  AnyShot 볼륨 복구 예약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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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Shot 볼륨 복구 예약 삭제

AnyShot 볼륨 복구 생성 예약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AnyShot 볼륨 복구 예약 리스트의 해당 항목에 버

튼을 클릭하십시오(그림 3.3.35 참조)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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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파일 브라우져

파일 브라우져는 AnyStor NAS 에서 생성한 볼륨에 대해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에 대한 브라우징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성한 볼륨의 정보와 각 볼륨 내 존재하는 디렉터리, 파일에 대한 정보( 파일

명, 크기, 소유주, 업데이트 시간, 권한 등 ), 볼륨 내 경로가 가진 공유 등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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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36  파일 브라우져 초기 화면 ] 

[ 그림 3.3.37  파일 브라우져 볼륨 내 파일/디렉터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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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Stor NAS는 네트워크 스토리지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를 통해 AnyStor N

AS에 접속할 수 있도록 IP 주소를 포함한 네트워크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AnyStor NAS는 AnyStor 웹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네트워크 설정이 가능합니다. 

AnyStor 웹 관리 도구를 통한 네트워크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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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관리

A. 네트워크 설정

B. 보안

C. 공유 네트워크 구성

D. NIS 설정

E. Link Aggregation

F.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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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네트워크 설정

[그림 3.4.1]은 네트워크 기본 설정을 위한 GUI입니다. 네트워크 기본 설정을 위해 수행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기본 게이트웨이 : 네트워크 기본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를 설정

B. IP 구성: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IP주소, 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설정

C. 호스트명 설정: NAS 장비의 호스트명 설정

D. DNS 설정 : 기본 DNS 및 보조 DNS 설정

[ 그림 3.4.1  네트워크 기본 설정을 위한 GU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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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게이트웨이 설정

기본 게이트웨이를 설정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림 3.4.3]은 기본 게이트웨이를 설정

하는 GU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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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정보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림 3.4.2]은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

를 보여주는 GUI입니다.

[ 그림 3.4.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정보 ]

[ 그림 3.4.3  기본 게이트웨이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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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설정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IP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IP가 존재할 경우 시스템 내에 존재하

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수 만큼의 설정 인터페이스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생성된 설정 인

터페이스에 각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한 설정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 3.4.4]는 IP 설정을 위한 G

UI 입니다. 

IP 설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합니다.

[ 그림 3.4.4  IP 설정 ]

▶ 호스트명 설정

[ 그림 3.4.5  호스트명 설정 ]

① 호스트명을 입력합니다.

② 설정이 끝나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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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4  IP 설정 ]

A. ‘이더넷 인터페이스 0’에 대한 사용 여부를 설정

B. 호스트 이름 설정

C. DHCP를 사용할 경우 DHCP로 IP를 할당받도록 설정

D. DHCP로 IP 주소를 할당받지 않을 경우 IP 주소 설정(예 : 163.152.39.135)

E. 넷마스크 설정(예 : 255.255.255.0)

F. 게이트웨이 설정(예 : 163.152.1.1)

G. 2개 이상의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존재할 경우 위 순서와 동일하게 IP 설정을 반복



▶ DNS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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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6  DNS 설정 ]

① 주 DNS를 설정합니다.

② 보조 DNS를 설정합니다. 이 값은 옵션 사항입니다.

③ 모든 설정이 끝나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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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안

네트워크를 통하여 AnyStor NAS 에 접근 가능 하기 위해서는 Secure Zone 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A

nyStor는 기본설정으로 모든 IP 거부(All Deny)를 채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에 접근하기 위해선 접

근하고자 하는 신뢰할 수 있는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을 Secure Zone에 등록해 주어야만 합니다.

Secure Zone 은 적용영역에 따라 3가지로 구성된 Zone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그림 3.4.7  보안 항목 ]

▶ Zone 영역

A. Global Zone : NFS나 CIFS 프로토콜에 접근할 수 있는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내에 할당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또는 특정 시스템 구성에 참

여하는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B. Section Zone : NFS나 CIFS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공유에 접근할 수 있는 호스트 또는 네

트워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Zone은 특정 Global Zone에 소속되며, Global Zo

ne의 설정영역(Zone 주소, Allow 서비스)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C. 관리자 Zone : 웹 매니저에 접근할 수 있는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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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Zone 설정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 그림 3.4.8  Global Zone 설정 ]

A. Zone 영역 항목에서 Global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B. Zone 이름

①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가능하면 구분이 용이①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가능하면 구분이 용이

하도록 입력합니다. 한글 및 특수문자는 입력할 수 없고, 동일 zone name도 허

용하지 않습니다.

② 해당 Global Zone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Section Zone을 생성하고 싶은 경우, 

Allow Section Zone Setting체크박스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 추

가된 Section Zone이 동시에 생성됩니다.

C. Zone Address

① IP 주소 범위 : 허용하고자 하는 IP 주소 범위를 기입합니다. 현재 C 클래스 이

내의 범위만 기입 가능합니다.

② 네트워크 주소 : 허용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주소를 기입합니다.

a. IP :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일치하지 않는 주소는 적합한 주소로 변경

되어 저장됩니다.

b. Netmask : Netmask 규칙에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저장되지 않습니다.

D. 허가 서비스 : 허용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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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Zone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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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9  Section Zone 설정 ]

A. Zone 영역 항목에서 Section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B. Zone 이름

①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가능하면 구분이 용이①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가능하면 구분이 용이

하도록 입력합니다. 한글 및 특수문자는 입력할 수 없고, 동일 zone name도 허

용하지 않습니다.

② 소속될 Global Zone을 선택합니다.

C. Zone 주소

① By IP Address Range : Address의 범위는 해당 Global Zone의 Address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② By Network Address : Address의 범위는 해당 Global Zone의 Address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D. 허가 서비스 : 허용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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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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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10  Manager Zone 설정 ]

A. Zone 영역 항목에서 Manager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B. Zone 이름 :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가능하면 구분이 용

이하도록 입력합니다. 한글 및 특수문자는 입력할 수 없고, 동일 zone name도 허용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C. Zone 주소 : 관리자의 IP Address Zone을 입력합니다.

▶ Global Zone 정보

[ 그림 3.4.11  Global Zone 정보 ]

A. Zone 이름 : Zone name을 보여줍니다.

B. 허가 주소 : 허용된 IP Address 범위를 보여줍니다.

C. 서비스 : 허용된 서비스들을 보여줍니다.

D. 지정 Section : 소속된 Section Zone 들을 보여줍니다.

E. 삭제 : 소속된 Section이 없는 경우 ‘삭제’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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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Zone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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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12  Section Zone 정보 ]

A. Global Zone : 소속된 Global Zone name을 보여줍니다.

B. Zone 이름 : Zone 이름을 보여줍니다.

C. 허가 주소 : 허용된 IP Address 범위를 보여줍니다.

D. NFS : 해당 Section이 NFS 프로토콜에 사용된 공유 이름을 보여줍니다.

E. CIFS : 해당 Section이 CIFS 프로토콜에 사용된 공유 이름을 보여줍니다.

F. 삭제 : 사용된 공유가 없는 경우 ‘삭제’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웹관리자 Zone 정보

[ 그림 3.4.13 웹관리자 Zone 정보 ]

A. Zone 이름 : Zone 이름을 보여줍니다.

B. 허가 주소 : 허용된 IP Address 범위를 보여줍니다.

C. 삭제 : 삭제하고 싶은 경우 ‘삭제’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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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14  CIFS 네트워크 설정 ]

4-3. 공유 네트워크 구성

▶ 워크그룹 :  워크그룹을 입력한다.

▶ 넷바이오스 이름 : AnyStor NAS의 이름을 입력합니다.(도메인 사용자 정보로 인증시 넷바이오스

이름과 시스템 호스트명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설명 : 간단한 설명 정도를 넣을 수 있으며 옵션 기능입니다.

▶ WINS 서버 : WINS 서버를 사용할 경우 WINS 서버를 입력합니다.

▶ 인증 방식 : 인증 방법은 AnyStor NAS를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즉 AnyStor에

서 계정메뉴를 통해 직접 계정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기존에 PDC나 원격 NT서버에서 사용하던 계정

을 가지고 인증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A. User 모드 - 시스템 사용자 정보로 인증 : AnyStor에서 계정 메뉴를 통해 등록한 로컬 사

용자와 그룹에 대한 계정을 가지고 인증하는 방식

B. Shared 모드 – 윈도우 사용자 정보로 인증 : 모든 사용자의 공유 디렉터리 접근을 허용하

는 방식

C. 도메인 사용자 정보로 인증 : ADS를 이용한 공유방식으로서 ADS의 해당 도메인 컨트롤

러에 등록된 사용자 계정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즉 ADS의 도메인 컨트롤러에 등

록된 사용자 만이 AnyStor NAS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 AppleTalk NT 도메인 :  도메인 사용자 정보로 AppleTalk을 인증한다. 단, 위 “인증 방식”이 “도메인

사용자 정보로 인증” 모드일 때 “예”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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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NIS 설정

NIS(Network Information Service)는 Unix 계열의 시스템 간의 정보의 공유를 지원합니다.  

AnyStor NAS는 사용자 정보, 패스워드 정보, 그룹 정보 등 다양한 시스템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NIS를 지원합니다. NIS를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의 관리자는 여러 시스템의 같은 정보를 모든 시스템에

입력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NIS 서버로 지정된 호스트를 통하여 NIS 클라이언트

로 지정된 모든 호스트는 NIS 서버의 모든 정보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그림 3.4.15  NIS 기본 동작 ]

기본 동작은 [그림 3.4.14]와 같습니다. NIS 클라이언트는 NIS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NIS 서버

는 NIS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모든 NIS 서버와 NIS 클라이언

트는 NIS 도메인에 모두 속해 있어야 합니다. 

NIS 도메인이란, NIS를 사용하고자 하는 호스트들을 묶어 놓은 하나의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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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IS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패키지를 다운 받아

서 설치해야 합니다. ftp://ftp.kernel.org/pub/linux/utils/net/NIS/

② NIS를 사용하려는 호스트는 우선 NIS 도메인 이름을 셋팅해야 합니다.

#domainname NISDomain

③ 도메인 이름을 셋팅한 후에는 NIS 서버를 실행합니다.

▶ NIS 설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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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매뉴얼에서 NIS에 대한 설정은 Linux 기반으로 설명합니다. 기타 다른 Unix 계열의 시스템에서의 설정은 다른 참

고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림 3.4.16 NIS 도메인 설정 ]

③ 도메인 이름을 셋팅한 후에는 NIS 서버를 실행합니다.

#/etc/rc.d/init.d/ypserv start

④ 서버에 NIS가 사용하는 형태의 정보를 만듭니다. 이를 ‘맵’이라고 합니다

#/usr/lib/yp/ypinit –m

[ 그림 3.4.17 NIS 서버 실행 ]

[ 그림 3.4.18 NIS 맵의 생성 ] 60



⑤ 위의 명령을 수행하면 NIS 마스터 서버로 등록할 호스트를 넣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에서 ‘Ctrl+D’를 누르고 서버 추가를 종료한 후 설정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그림

과 같이 맵을 업데이트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맵 생성 작업이 진행됩니다.

⑥ 확인을 위하여 NIS 서버에 NIS 클라이언트를 실행합니다.

#/etc/rc.d/init.d/ypbind start

⑦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명령의 수행을 통해 NIS 서버의 셋팅이 정상

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ypcat pass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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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19 NIS 클라이언트의 실행 ]

⑧ 위의 명령을 수행한 후 에러 메시지가 아닌 host들에 대한 정보와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

가 나왔다면 서버는 정상적으로 설정이 된 것이고, 정상 동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림 3.4.20 NIS 설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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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IS 서버가 셋팅이 되었다면, AnyStor의 네트워크 메뉴의 NIS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림

3.4.20]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NIS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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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21 NIS 클라이언트 설정 ]

3.4.20]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② 화면에서 보듯이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NIS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선택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NIS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한 NIS를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NIS 서버를 브로드캐스트로 찾

아서 사용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③ 사용할 NIS의 형태를 선택했다면 필요한 설정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AnyStor는 NIS 도메

인의 클라이언트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 NIS 설정 후 동작 결과

NIS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AnyStor의 [계정]-[NIS 계정] 메뉴를 선택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면 NIS 서버에 등록이 되어있는 사용자

와 그룹에 대한 정보가 보일 것입니다. 만약 정상 동작이 되고 있지 않다면 “NIS is not available” 이라

는 메시지가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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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Link Aggregation

AnyStor NAS는 시스템의 failover와 load balancing을 지원합니다. 2개 이상의 네트워크 어댑터를 하

나의 팀으로 구성하며, 구성된 팀은 데이터의 수신과 전송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네트워

크 어댑터나 케이블의 문제가 발생시 다른 살아있는 링크를 이용하여 통신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ink Aggregation이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시스템 설정 시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

다. 사용자 변경 불가능 하며, 변경 시 기술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 Failover Teaming

어댑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케이블이 손상되었을 때 내결합성을 제공합니다. 어댑터들은 팀

으로 구성되며 primary 어댑터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운되었을 때 secondary 어댑터가 활성화

됩니다. 이로 인해 어댑터가 문제를 발생시켜도 사용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세션을 유지시

킬 수가 있습니다.

B.    Load BalanceB.    Load Balance

팀을 구성하고 있는 어댑터 중 어느 한쪽에 로드가 집중될 때 로드가 다시 측정되어 살아있는

다른 어댑터에 부하를 분산시킵니다. 이로 인해 부하가 균형을 이루게 되며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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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Aggregation 설정

Link Aggregation 설정항목에서는 가상어댑터의 IP Address, Netmask, Gateway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가용어댑터의 팀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3.4.21]은 Link Aggregation의 설정관리를 위한 웹 GU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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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링크 상태에서 우선 팀을 대표하는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 그림 3.4.22 Link Aggregation의 설정 ]

[ 그림 3.4.23 인터페이스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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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후 링크 설정 부분의 IP주소, 넷마스크, 게이트웨이 값을 설정해 준 뒤 팀에 참여하는

멤버 네트워크 어댑터(슬레이브)들을 선택합니다.

③ 버튼 을 클릭하여 Link Aggregation 기능을 동작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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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24 설정 정보 설정 ]

④ Link Aggregation 해제를 원할 경우, 먼저 링크 상태에서 정지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뒤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상어댑터는 사라지고, 이전 IP Address로 돌아

가게 됩니다.

[ 그림 3.4.25 Link Aggregation 설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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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라우팅 테이블 설정

AnyStor NAS는 라이팅 테이블를 제공합니다. 기본 게이트웨이로 접근할 수 없는 인트라 네트워크 환

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그림 3.4.25] 참조 )

[ 그림 3.4.26 라우팅 테이블 설정 화면 ]

▶ 라우팅 테이블의 설정

① 라우팅 테이블에 추가할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합니다.

② 특정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면 IP 입력 후 “활성”을 선택합니다.

③ 해당 네트워크 주소가 라우팅될 NIC를 선택합니다.

④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정보를 저장합니다.

⑤ [그림 3.4.27]과 같이 정보가 설정됩니다.

[ 그림 3.4.27 라우팅 테이블 정보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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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28 라우팅 테이블 ]

▶ 라우팅 테이블의 삭제

[그림 3.4.27]에서 해당 항목의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항목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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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Stor NA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nyStor NAS에 계정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AnyStor는 로컬

사용자뿐만 아니라 ADS 및 NIS 서비스를 통한 원격 사용자의 인증을 제공합니다. 

본 절에서는 AnyStor NAS 를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 계정의 관리, 관리자 관리, 및 사용자 쿼타의 설정

등 계정 관리를 위한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림 3.5.1]은 계정관리를 위한 GUI 입니다. AnyStor NAS 의 AnyStor 웹 관리 도구를 통한 계정 관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5. 계정

A. 사용자 계정 관리

B. 그룹 계정 관리

C. 관리자 암호 관리

D. 디스크 쿼타 관리

E. 기본 설정 관리

F. NIS 계정 정보F. NIS 계정 정보

[ 그림 3.5.1 계정 관리 ]

68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5-1. 사용자

사용자 계정 관리 메뉴에서는 사용자 계정의 삽입, 삭제, 변경 및 사용자에 대한 그룹 설정이 가능합니

다. 사용자 계정 관리는 [계정]-[사용자] 메뉴에서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정합니다. 

[그림 3.5.2]는 사용자 계정을 관리 페이지 입니다.

[ 그림 3.5.2 사용자 계정의 관리 ]

▶ 사용자 계정 입력

① 사용자 ID, 전자메일 주소, 설명 및 암호 입력

② 첫번째 그룹의 선택. 첫번째 그룹이 선택된 경우 사용자는 첫번째 그룹 멤버에 속하게 됩

니다.

③ 두번째 그룹의 선택. 두번째 그룹의 선택은 단일 그룹이 아닌 다중의 그룹 선택이 가능합

니다. 다중의 두번째 그룹이 선택된 경우 사용자는 선택된 모든 그룹의 멤버로 가입이 됩

니다. 그룹은 공유 디렉토리에 대한 그룹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 시 사용합니다.

④ 위의 사항이 모두 입력된 경우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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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저장이 완료되면 사용자 리스트에 입력한 사용자 계정의 이름이 ‘사용자 목록’에 등록됨

을 볼 수 있습니다.

⑥ 비정상적인 입력 값이 입력되었을 경우 에러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 사용자 계정 변경

① 변경하려고 하는 사용자를 ‘사용자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② 변경할 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모두 변경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용자 계정 삭제

① 삭제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사용자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②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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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그룹

그룹 관리 메뉴에서는 그룹의 삽입, 삭제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룹 관리는 [계정]-[그룹] 메뉴에

서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정합니다. 

[그림 3.5.3]은 그룹을 설정한 예입니다.

[ 그림 3.5.3 그룹의 관리 ]

▶ 그룹 입력

① '그룹 목록’에서 ‘새 그룹’ 선택

② ‘그룹 ID’필드에서 그룹 ID 입력

③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 저장

④ 생성된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시키는 것은 [계정]-[사용자]메뉴의 사용자 등록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세부사항은 [사용자] 메뉴 참조)

▶ 그룹 삭제

① 삭제하고자 하는 그룹을 ‘그룹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②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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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관리자

관리자 메뉴에서는 관리자 암호에 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관리는 [계정]-[관리자] 메뉴에서 수

행합니다. 

[ 그림 3.5.4 관리자 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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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스크 쿼터 관리

AnyStor NAS는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디스크의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크 쿼타(디스크

쿼타)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스크 쿼타의 설정 및 관리는 [계정]-[디스크 쿼타] 메뉴와 [계정]-[기본 설정] 

메뉴를 활용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림 3.5.5]는 디스크 쿼타 설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 템플릿 설정을 위한 GUI를 보

여주고 있습니다.

[ 그림 3.5.5 기본 설정 ]

▶ 사용자 쿼터 설정을 위한 기본 템플릿 설정

A. 새로운 사용자를 위한 디스크 쿼터 가능 여부 설정 : 예 또는 아니요

B. 사용자 별 최대 디스크 사용량 설정

C. 사용자 별 최대 파일 개수의 설정

D. 이미 존재하는 사용자에 대한 디스크 쿼터 적용여부 설정 : 예 또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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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쿼타 설정을 위한 기본 템플릿 설정

A. 새로운 사용자를 위한 디스크 쿼터 가능 여부 설정 : 예 또는 아니요

B. 그룹별 최대 디스크 사용량 설정(단, 사용자 별 최대 디스크 사용량 설정 값보다 큰 값으

로 입력 필요)

C. 그룹별 최대 파일 개수의 설정(단, 사용자 별 최대 파일 개수 설정 값보다 큰 값으로 입력

필요)

D. 이미 존재하는 그룹에 대한 디스크 쿼터 적용 여부 설정 : 예 또는 아니요

▶ 사용자 쿼타 설정

A. 사용자 쿼터의 설정은 기본 템플릿 설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본 템플릿에서 최대 사용

량과 최대 사용 가능 파일의 수가 설정되어 있으면, 기본 사용자 쿼터는 기본 템플릿 설

정에서 설정한 값으로 기본값이 설정됩니다.정에서 설정한 값으로 기본값이 설정됩니다.

B. 각 사용자 별로 설정 값을 변경하려면 [계정]-[디스크 쿼타]-[사용자 쿼타] 메뉴로 이동합

니다.

C. [계정]-[디스크 쿼타]-[사용자 쿼타]로 이동합니다.

D. [그림 3.5.6]은 쿼타가 비활성 상태 입니다. “활성”버튼을 클릭하면 각 사용자에 대한 볼

륨 별 디스크 사용 현황 및 쿼터 설정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E. 시스템 관리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렬이 가능합니다.

a. 사용자 오름차순 우선 정렬

b. 디스크 쿼터 제한에 가장 접근한 사용자 우선 정렬

c. 파일 개수 쿼터 제한에 가장 접근한 사용자 우선 정렬

d. 최대 디스크 사용량을 가지는 사용자 우선 정렬

e. 최다 파일 개수를 가지는 사용자 우선 정렬

F. 각 사용자에 대한 디스크 쿼터 및 최대 파일 개수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새로 설정

한 값이 사용자의 현재 사용량보다 작은 경우 [그림 3.5.7]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비정상

적인 사용자 쿼터 설정에 대한 경고 표시 가 나타납니다.

G. 그룹별 최대 파일 개수의 설정(단, 사용자 별 최대 파일 개수 설정 값보다 큰 값으로 입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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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쿼타 설정

A. 그룹 쿼터의 설정은 기본 템플릿 설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본 템플릿에서 최대 사용량

과 최대 사용 가능 파일의 수가 설정되어 있으면, 쿼터는 기본 템플릿 설정에서 설정한

[ 그림 3.5.6 비정상적인 사용자 쿼타 설정의 예 ]

[ 그림 3.5.6 사용자 쿼타 ]

과 최대 사용 가능 파일의 수가 설정되어 있으면, 쿼터는 기본 템플릿 설정에서 설정한

값으로 기본값이 설정됩니다.

B. 각 그룹 별로 설정값을 변경하려면 [계정]-[디스크 쿼타]-[그룹 쿼타] 메뉴로 이동합니다.

C. [계정]-[디스크 쿼타]-[그룹 쿼타]로 이동하여 볼륨 별 “활성”버튼을 클릭하면 각 그룹에

대한 볼륨 별 디스크 사용 현황 및 쿼터 설정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렬이 가능합니다.

[ 그림 3.5.7 그룹 쿼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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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룹명 오름차순 우선 정렬

b. 디스크 쿼터 제한에 가장 접근한 그룹 우선 정렬

c. 파일 개수 쿼터 제한에 가장 접근한 그룹 우선 정렬

d. 최대 디스크 사용량을 갖는 그룹 우선 정렬

e. 최다 파일 개수를 가지는 그룹 우선 정렬

D.    각 사용자에 대한 디스크 쿼터 및 최대 파일 개수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새로 설정

한 값이 사용자의 현재 사용량보다 작은 경우 [그림 3.5.6]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비정상

적인 그룹 쿼터 설정에 대한 경고 표시 가 나타납니다.

5-5. 기본 설정

[그림 3.5.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6. NIS 계정

NIS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NIS 서버에 등록이 되어있는 사용자와 그룹에

대한 정보가 보일 것입니다. 만약 정상 동작이 되고 있지 않다면 “NIS 사용 중이 아닙니다.” 이라는 메시

지가 보일 것입니다.

76



AnyStor NAS 는 CIFS, NFS 및 AppleTalk을 이용한 데이타 공유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윈도우, 리눅스

, 매킨토시 사용자들이 볼륨이나 디렉터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AnyStor NAS는 볼륨 및 디렉토리 기

반의 데이터 공유를 제공하며, 이후부터는 볼륨과 디렉터리를 특별히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는 한 볼륨

으로 통칭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6.1]은 데이터 공유 설정 화면입니다.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6. 공유 관리

[ 그림 3.6.1 AnyManager의 공유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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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유 설정

AnyStor NAS의 공유 설정은 [공유]-[설정] 에서 시작됩니다. 이 메뉴에서의 공유 설정을 바탕으로 CIFS, 

NFS 및 AppleTalk에 대한 설정을 수행합니다. 동일한 볼륨에 대하여 CIFS, NFS 및 AppleTalk이 동시에

서비스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접근 권한은 각각 유지됩니다.

[ 그림 3.6.2 공유 디렉토리 리스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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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추가

① 공유 볼륨(디렉터리)의 설정은 [공유]-[설정]에서 수행합니다.

② 공유 이름 입력 창에 공유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림 3.6.2]에서는 ‘share01’로 공유 이름

을 설정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③ 공유 패스를 설정합니다. 공유 패스는 마운트 되어 있는 볼륨을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패스를 설정하는 방법은 볼륨 단위로 하는 방법과 서브 디렉토리

단위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브 디렉토리 단위로 공유하고 서브 디렉토리 명

으로 공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아래와 같은 버튼을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

다. * 볼륨 공유 : 볼륨 단위로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하면 공유명이 없어지고 볼륨 이름만 선택

이 가능합니다.

④ 설명사항을 입력합니다. 설명은 필수 입력 항목은 아닙니다.

⑤ 접근제어방법을 설정합니다. 일반설정은 접근을 허용할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급설정에서는 ACL 관리자를 통해 사용자 또는 그룹에 읽기 혹은 읽기/쓰기 권

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⑥ 자동 설정된 디렉토리를 공유 디렉토리로 사용할 경우 ‘저장’, 혹은 ‘다음’ 버튼 중의 하나

를 선택하여 누릅니다.

⑦ ‘저장’버튼을 클릭할 경우 공유 이름이 공유 리스트에 삽입됩니다.

⑧ ‘다음’버튼을 클릭할 경우 CIFS 및 NFS 설정 메뉴로 이어집니다.

⑨ [그림 3.6.3]은 ‘/LV1’ 볼륨을 공유 볼륨으로 설정한 예입니다.

[ 그림 3.6.3 공유 볼륨 리스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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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삭제

① 공유 리스트에서 제거할 공유 목록을 선택합니다.

② 삭제할 방식을 선택하고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공유 목록을 제거합니다.

[ 그림 3.6.4 공유 볼륨(디렉토리) 리스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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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서비스 상태

① [그림 3.6.1] 하단에 “공유 서비스 상태”는 현재 공유 서비스의 가동 상태를 보여주며, 

관리자가 필요 시 재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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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CIFS 설정(CIFS)

CIFS는 Unix 계열 시스템과 Windows 계열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를 제공합니다. AnyStor NAS는 Win

dows 플랫폼 시스템이 NAS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CIFS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CIFS 공유 설정

에서는 공유 볼륨(디렉터리) 설정에서 작성한 공유 리스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합니다. 

[그림 3.6.5]는 CIFS 공유 설정을 위한 웹 화면이며, 데이터의 공유를 위해 공유 목록으로 설정된 “/LV1” 

볼륨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 그림 3.6.5 CIFS 설정 관리 ]

※ NOTE

[공유]-[설정] 에서 공유목록 선택 후에 CIFS, NFS 및 AppleTalk의 접근 권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AnyStor 공유는 설정 저장 후 약 30초~1분 후에 설정이 적용됩니다. 바로 적용이 필요하실 때에는 [공유]-

[설정]-”공유 서비스 상태”에서 재시작을 수행하여 주십시오. 단 재시작 수행 시 기존에 파일 IO 세션은 끊

어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IFS서비스를 위한 접근 제어 항목

A. 공유 소유자

B. 공유 접근

C. Section Zone 접근

D. 그룹 접근

E. 사용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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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소유자

해당 공유에 대한 슈퍼 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 소유자는 공유 내의 모든 파일 및 속성에 대

한 제어 권한이 부여됩니다.

A. 웹 관리자 ID인 ‘admin’은 암묵적으로 모든 공유의 공유 소유자가 됩니다. 하지만 웹에

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B. 공유 소유자 추가 방법

a. [계정] 항목에서 사용자 추가 후 등록합니다.

b. ADS, PDC 사용자 아이디도 입력 가능합니다.

▶ 공유 접근

A. 사용 안함, 읽기/쓰기, 읽기 : 해당 공유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B. Guest 사용자 접근 허용

a. [그림 3.3.16]에서 설명한 ‘공유 네트워크 구성’ 에서 인증 모드가 share 모드인a. [그림 3.3.16]에서 설명한 ‘공유 네트워크 구성’ 에서 인증 모드가 share 모드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b. 특별한 인증을 필요하지 않고서 해당 공유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C. 공유 숨김 기능 사용 : 사용자에게 선택한 공유의 디렉터리가 보이지 않게 합니다.

▶ Section Zone 접근

[ 그림 3.6.6 Secure Zone 접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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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공유에 접근하고자 하는 Secure Zone을 등록합니다.

B. 어떠한 Secure Zone도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유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 그룹 접근

[ 그림 3.6.7 CIFS 그룹 접근 설정 ]

A. 해당 공유에 대해 각 그룹별로 접근 제어를 하는 항목입니다. 그룹 접근 제어를 위해서는A. 해당 공유에 대해 각 그룹별로 접근 제어를 하는 항목입니다. 그룹 접근 제어를 위해서는

해당 그룹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B. 그룹에 대한 등록은 [계정]-[그룹]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C. 접근 제어를 위한 그룹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림 3.6.7]의 그룹 접근 제어 GUI를 이용

하여 접근 제어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D. ‘그룹 목록’에서 접근 제어를 설정할 대상 그룹을 선택합니다.

E. 선택된 그룹을 허가 또는 거부 항목으로 이동시킵니다.

F. 설정이 종료된 경우 ‘저장’ 또는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할 경우 [NF

S]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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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접근

A. 해당 공유에 대해 각 그룹별로 접근 제어를 하는 항목입니다. 그룹 접근 제어를 위해서는

해당 그룹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B. 그룹에 대한 등록은 [계정]-[사용자]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C. 접근 제어를 위한 그룹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 접근 제어 GUI를 이용하여 접근 제

어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D. 설정 방식은 그룹 접근과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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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NFS 설정(NFS)

NFS는 Unix 계열 시스템간의 데이터의 공유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AnyStor NAS는 Unix 플랫폼

시스템이 NAS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NFS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NFS 설정에서는 [공유]-[설정

] 메뉴에서 설정한 공유 목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합니다. NFS는 접근 그룹 및 사용자에 대한 접근

제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림 3.6.8]는 NFS 설정 관리를 위한 웹 GUI 이며, 데이터의 공유를 위해 공유 목록으로 설정된 “/LV1” 

볼륨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 그림 3.6.8 NFS 설정 관리 ]

▶ 공유 경로

NFS 클라이언트가 마운트할 마운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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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Zone 접근

A. 해당 Share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항목입니다.

B. 왼편의 ‘Section Zone 접근’에 있는 Section Zone을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 해당 볼륨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선택합니다. 접근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제어됩니다.

a. 읽기 전용 : 해당 디렉터리에 대한 읽기 권한만 허용

b. 읽기/쓰기 : 해당 디렉터리에 대한 읽기/쓰기 권한 허용

c. Root squashing 안함 : 해당 디렉터리(볼륨)을 NFS 클라이언트의 루트 파일 시

스템으로 마운트를 시킬 수 있도록 권한 설정

d. Insecure : IBM-AIX, MAC 사용자를 위한 모드

▶ NFS Client 접속 시 주의사항

클라이언트가 memory map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파일 내용의 업데이트가 느린 경우 발생A. 파일 내용의 업데이트가 느린 경우 발생

B. .nfsxxx 파일 생성 (close call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C. CIFS 기본 지원 문자코드는 UTF-8입니다. CIFS와 NFS를 동시 공유하여 사용 시 NFS 클

라이언트에서 UTF-8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한글(영어가 아닌 문자)는 비정상으로 보입니

다. UTF-8 외 다른 문자 코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 솔라리스9에서 NFS 마운트 시 오라클 테이블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옵션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a. rw, bg, hard, timeo=600, rsize=32678, wsize=32678

b. 기타 솔라리스 버전에서는 tcp, nfsver=3 옵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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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AppleTalk

AppleTalk은 매킨토시 시스템의 네트워크 Protocol로써 AnyStor NAS는 AppleTalk 프로토콜을 지원하

여 매킨토시 시스템의 Data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웹 관리자는 AppleTalk 공유 설정에서는 공유 볼륨(

디렉토리) 설정에서 작성한 공유 리스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합니다. 

[그림 3.6.9]은 ApplTalk 공유 설정을 위한 웹 화면이며, 데이터의 공유를 위해 공유 목록으로 설정된 볼

륨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그룹과 사용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CIFS 공유와 사용방법이 동일합니다.

[ 그림 3.6.9 Apple Talk 공유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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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CIFS 및 NFS 서비스의 활용

▶ CIFS 서비스의 활용

CIFS 서비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스토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서

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공유하고 싶은 논리볼륨을 생성합니다. [LVM]

② 인증방법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③ 로컬 사용자를 이용한 인증방식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그룹을 설정해 줍니다. [계정]

④ 공유 볼륨을 설정하고 CIFS 공유 세부 내용을 설정합니다. [공유]-[설정]-[CIFS]

⑤ Windows 클라이언트에서 NAS의 공유 디렉토리로 접근합니다. [그림 3.6.10]은 ‘192.168

.0.109’로 IP주소가 설정되어 있는 NAS 시스템을 접근하기 위하여 Windows 실행창에서

접근 명령을 입력한 예입니다.

⑥ 공유 목록 및 CIFS 설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경우 [그림 3.6.11]와 같이 공유된 디렉터리

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접근을 시도하는 Windows 클라이언트가 “접근 불가” 리스트에

들어있을 경우 접근할 수 없습니다.

⑦ 공유된 각각의 디렉터리들은 접근 권한에 따라 Windows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습

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가된 경우는 별도의 사용자 인증 과정 없이 해당 디렉터

리에 접근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디렉터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증 과정을 거칩

니다. 인증 시에는 등록된 ID와 패스워드를 필요하며 PDC 서버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PD

C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⑧ 필요에 따라 각 공유 디렉터리를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그림 3.6.10 CIFS 서비스를 이용한 NAS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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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11 CIFS 서비스를 이용한 NAS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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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S 서비스의 활용

NFS 서비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스토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서

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공유하고 싶은 논리볼륨을 생성합니다. [LVM]

B. 서비스 대상이 되는 Secure Zone를 설정합니다. [네트워크]-[보안]

C. 공유 볼륨을 설정하고 NFS에서 전체 접근 권한 및 호스트별 접근 권한을 설정합니다. [

공유]-[설정]-[NFS]

D. 접근 권한이 주어진 Unix 계열 호스트에서 공유 디렉토리를 NFS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

운트를 수행합니다. [그림 3.6.12]은 NFS 서비스를 이용하여 ‘/testVol1/share1’ 디렉토리

를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마운트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 단, 접근을 시도하는 클라이언트 호스트가 ‘접근 불가’ 리스트에 들어있을 경우 접근할

수 없으며, 클라이언트 호스트에 마운트된 공유 목록은 설정된 권한에 따라 읽기 전용 또

는 읽기/쓰기 등의 권한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그림 3.6.12 NFS 서비스를 이용한 공유된 디렉토리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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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CIFS 및 NFS 서비스의 상태 관리

▶ CIFS 서비스의 상태

CIFS의 서비스 상태는 [시스템 정보]-[CIFS 상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6.13]는 CIFS 서

비스의 상태 정보를 표시하는 예입니다.

[ 그림 3.6.13 CIFS 서비스 상태 정보 ]

▶ NFS 서비스의 상태

NFS의 상태는 [시스템 정보]-[NFS 상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6.14]는 NFS 서비스의 상태 정보를 표시하는 예입니다. 표시되는 정보는 NFS V2, V3에 대한 상

태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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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14 NFS 서비스 상태 정보 ]

▶ CIFS 및 NFS 데몬 관리

CIFS 및 NFS 데몬의 관리는 [시스템]-[서비스] 메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 3.6.15]은 데몬 서비스의 동작을 관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현재

데몬의 상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데몬의 동작 여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시스템] 메뉴

참조)

[ 그림 3.6.15 서비스 상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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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FTP

FTP는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AnyStor NAS는 FTP 

client가 NAS에 직접 연결하여 FTP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NAS 스토리지를 활용하여 NAS 를

FTP server 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단, 많은 사용자의 접속으로 인해 NAS 자체의 공유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FTP 사용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FTP server 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FTP 설정은 [공유]-[설정] 메뉴에서 설정한 공유 목록에 대해 [FTP] 메뉴에서 FTP 공유를 설정하고 접근

권한을 제어합니다.

[ 그림 3.6.16 FTP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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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FTP 시작

▶ FTP 서비스의 시작

① FTP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시스템]-[서비스] 의 File Transfer Protocol 서비스 데몬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② FTP서비스의 종료는 데몬을 중지시키는 동작으로 가능합니다.

[ 그림 3.6.17 FTP 서비스 데몬 시작 ]

[ 그림 3.6.18 FTP 서비스 데몬 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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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19 FTP 기본 설정 메뉴 ]

▶ FTP 기본 설정

A. 포트 설정 : FTP 접속에 사용할 사용자 포트(port)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설정값은 2

1 입니다. FTP 는 접속을 위한 connection-port 와 데이터 전송을 위한 data-port 를 별

도로 사용합니다. 이 메뉴에서 수정되는 포트는 connection-port 입니다. 일부 네트워크

에서 data-port 가 할당되지 않아 FTP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FTP cl

ient 에서 passive 모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B. 최대 접속자 수 설정 : FTP 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세션의 수(동시 접속자 수)를 설정할B. 최대 접속자 수 설정 : FTP 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세션의 수(동시 접속자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접속 허용 수를 크게 설정하게 되면 동시 접속이 많아 질수록 NAS 

의 기본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C. 사용자/익명 접속 메시지 설정 : FTP client 를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처음으로 보게

되는 메시지를 설정합니다 한글입력을 지원합니다. 익명 접속 메시지는 익명연결로 접속

한 사용자에게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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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FTP 공유 설정

[공유]-[설정] 에서 생성한 공유 목록 중 일부를 FTP용 공유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그림 3.6.20 FTP 공유 설정 메뉴 ]

▶ FTP 공유 설정

A. [공유]-[설정] 에 공유가 존재하지 않다면 [공유]-[설정] 메뉴에서 하나 이상의 공유를 설

정합니다. CIFS, NFS, ATALK 서비스 설정과는 무관합니다.

B. [네트워크]-[보안] 에서 FTP 가 사용할 보안영역을 설정해 줍니다.B. [네트워크]-[보안] 에서 FTP 가 사용할 보안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C. [ 그림 3.6.21 ] 은 버튼을 클릭 후, 공유 필드의 선택박스를 클릭한 화면입니다.

D. 새 공유에서 FTP 에서 공유할 공유를 선택하고 Secure Zone(보안영역) 을 체크합니다. 

여러 Secure Zone 이 존재하는 경우 접근을 허용할 Zone 만 선택 체크합니다. 

E. 접근 필드에서 읽기 혹은 읽기/쓰기 중 하나로 접근권한을 선택합니다.

F. 또 다른 공유를 설정 시에는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할 공유의 수만큼 생성

하시면 됩니다.

G. [ 그림 3.6.21 ] 은 3개의 공유를 생성하고 공유명과 Section Zone, 접근권한 을 설정한

화면입니다.

H. 설정에 이상이 없다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림 3.6.21 공유 생성 화면 ]

95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 그림 3.6.22 공유 추가 – 저장 전 화면 ]

I.     [그림 3.6.23]은 설정을 저장한 후 접근 가능한 사용자와 그룹을 설정하기 위한 화면입니

다. 

[ 그림 3.6.23 공유 추가 – 저장 후 화면 ]

J. 사용자/그룹 필드의 선택 을 클릭하면 사용자 및 그룹의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 단, 선택

버튼은 공유접근모드가 ACL 모드가 아닌 경우 표시되며, ACL 모드 시에는 ACL 로 표시

됩니다. ACL 모드에서 사용자/그룹 의 접근권한은 ACL 관리자를 통해 제어됩니다. ACL 

관리자에 대한 설명은 2. Access Control List 관리자 를 참고하세요. )

K. [그림 3.6.24]는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접근을 허용할 사용자와 그룹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의 [저장]을 클릭합니다. 모든 공유에 대해 사용자/그룹을 설정하고, 

설정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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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24 공유 추가 – 사용자/그룹 접근 설정 ]

L.    생성된 공유정보의 공유명과 Secure Zone 에 마우스를 올리면 각각 공유경로와 접근가L.    생성된 공유정보의 공유명과 Secure Zone 에 마우스를 올리면 각각 공유경로와 접근가

능 IP 영역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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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성된 공유에 대해 공유명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B. 수정이 필요한 공유의 해당 필드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C. [ 그림 3.6.25 ] 은 공유test1의 Secure Zone 과 공유test2의 접근권한을 수정하기 위해

클릭한 화면입니다. 선택 후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D. 사용자/그룹 의 수정은 공유생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을 클릭하고 사용자와 그룹을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 그림 3.6.25 공유 수정 – 수정필드 선택 ]

▶ FTP 공유 수정

D. 사용자/그룹 의 수정은 공유생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을 클릭하고 사용자와 그룹을

변경 후 [ 저장 ] 이후 최종 단계에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E. 새로운 공유를 추가하려면 오른쪽 아래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유생성과 동

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공유 필드가 생성됩니다. 공유명과 공유정보를 추가하시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FTP 공유 삭제

A. 더 이상 공유하지 않거나 잘못 생성된 공유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B. [ 그림 3.6.26] 은 공유test1을 삭제하는 과정입니다. 공유test1을 체크하고 버튼을 클릭

하여 공유 필드를 제거합니다. 설정이 다 되었으면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그림 3.6.26 공유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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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TP client 가 FTP server 에 접근하기 위해선 FTP server 에서 인증하는 사용자ID 와 비

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익명접속은 별도의 사용자ID 와 비밀번호 없이 Anonymous 로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된 공유로 사용자/그룹에 대한 접근허용을 제외한 보안영역과 접

근권한(읽기/쓰기)만 적용됩니다.

B. 익명 접속 허용 경로 는 이미 생성된 공유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익명접

속 공유는 기존에 생성된 공유와 같은 보안영역으로 설정되나 접근권한(읽기/쓰기)은 별

도로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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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P 익명 접속 영역 사용

[ 그림 3.6.27 익명 접속 허용 경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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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TP client 는 공유를 목적으로 한 볼륨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각 사용자 별 고유공간을 생

성하여 사용자 홈 영역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B. 사용자 홈 영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 LVM ]-[ 논리 볼륨 ] 에서 FTP 홈 영역으로

사용할 볼륨을 생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볼륨생성 요령은 “3.2.3 논리 볼륨 설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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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P 사용자 홈 영역 사용

C. [ 그림 3.6.28 ] 은 [ LVM ]-[ 논리 볼륨 ] 에서 FTP 홈 영역 생성 직 후 FTP 설정화면입니

다. 기존에 생성한 정보에서 FTP 홈 영역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홈 영역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홈 영역에 대한 설정을 저장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합

니다.

D. 사용자 홈 영역은 개별 사용자 마다 고유한 공간을 할당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

존에 생성되었던 사용자들의 정보는 새롭게 추가한 사용자 홈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초기 사용자 홈 사용시나 접속자의 홈 폴더가 누락되었을 경우,                          

버튼을 클릭합니다. ( ※ 사용자 홈 영역 사용중에 새롭게 추가되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사용자 홈

영역에 홈 폴더가 생성됩니다. )

[ 그림 3.6.28 사용자 홈 – 생성 및 저장 ]

[ 그림 3.6.29 사용자 홈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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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FTP 사용자 접속

A. Anystor NAS 의 FTP server 는 FTP client 로 대부분의 범용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B. 파일 encoding 은 UTF-8 과 EUC_KR 을 지원합니다. ( 기본은 UTF-8 입니다. )

C. 특정 FTP client 는 UTF-8 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UTF-8 을 지원하는 다

른 FTP client 를 사용하거나 NAS 의 파일 encoding 을 EUC_KR 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 

단, NAS의 인코딩을 EUC_KR 로 수정 시 CIFS 공유도 EUC_KR 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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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ACL 관리자

ACL은 파일 및 폴더에 접근이 허가된 사용자 또는 그룹과 이들이 허가 받은 접근 종류들을 기록한 목

록입니다. ACL 관리자는 각 공유별로 ACL을 적용하여 서비스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단, 접근모드가 ACL 이 아니면 ACL 정보 변경 시, 공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각 공유의

공유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리스트 트리(tree) 를 제공합니다.

※ ACL 관리자는 Anystor 5 이전 버전에서는 공유 접근모드가 ACL 인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 그림 3.6.30 ACL 관리자 초기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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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주요 기능

▶ 공유 구조 트리

Anystor NAS 의 공유는 이미 생성된 공유의 하위 디렉토리에 대

해 또 다른 공유가 가능한 계층구조를 가집니다. 생성된 공유들

사이에서 이러한 계층을 확인하기 위해 공유 경로를 일일이 비교

하는 것은 공유정보가 많을 경우, 어려워 집니다. 그러나 ACL 관

리자의 공유트리는 공유정보들 사이의 계층구조를 트리형식으로

표시함으로써 관리자가 공유구조를 파악하는데 편의를 제공합니

다.

[ 그림 3.6.31 ACL 관리자 – 공유 정보 ]

▶ 공유 및 디렉토리, 파일 사용자/그룹 접근 제어

A. ACL 관리자의 목록에서 선택한 공유 및 디렉토리, 파일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그룹을 접

근허가하고 허가할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한은 읽기, 읽기/쓰기, 권한없음

을 지원합니다. 이미 상위의 디렉토리에서 설정한 접근권한이 있다면 상위 부모로부터

권한을 상속받거나 부모로부터 하위의 디렉토리 및 파일에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

습니다. 일괄적용시에는 하위 디렉토리에 특별히 추가된 권한에 대해서 삭제할 것인지

( 하위폴더에 덮어쓰기 ), 상위의 설정을 단순 전파만 할 것인지( 하위폴더에 전파 ) 선

택할 수 있습니다.

B. [ 그림 3.6.32 ] 는 [ 그림 3.6.31 ] 의 공유test1에 설정된 접근정보를 열람한 모습입니다

. 새로운 사용자 또는 그룹을 추가하거나 기존 사용자 또는 그룹을 수정/삭제 할 수 있

으며 상속과 관련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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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32 ACL 관리자 – 공유 접근 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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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OWNER : 파일 또는 디렉터리의 소유자

GROUP : 파일 또는 디렉터리의 소유그룹

OTHER : 파일 또는 디렉터리를 소유자나 소유그룹이 아닌 다른 사용자 또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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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공유 ACL

[ 그림 3.6.33 ACL 관리자 – 공유 접근제어 정보보기 ]

▶ 공유 정보 보기

ACL관리자의 초기화면에서 각 공유의 이름과 공유경로, 공유소유자, 접근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모드는 ACL을 사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접근모드가 Allow/Deny 모드이면 관리

자에 의해 수정된 ACL이 전체 공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공유의 최상위에서 설정된 ACL정보를 보려면 각 공유의 ACL 필드의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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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모드와 ACL 초기화

A. ACL 관리자에서 접근모드는 Allow/Deny 와 ACL 2가지 입니다. Allow/Deny 모드는 AC

L 을 사용하지 않고 각 공유 프로토콜(protocol) 에서 사용자에 대한 허가여부만을 선

택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ACL은 허가여부뿐 아니라 사용자 혹은 그룹의 개별 접근권

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B. 접근모드의 변경(Anystor 4.1.5 버전 이상)은 AnyManager [ 공유 ]-[ 설정 ] 에서 가능

합니다. 단, 상위의 공유가 존재하는 하위 공유는 상위의 공유 접근모드를 상속받아 사

용하므로 상위 공유의 접근모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C. ACL 초기화는 선택한 공유에 적용된 사용자와 그룹을 모두 삭제하고 소유주와 소유그

※ NOTE

1) Anystor 5 이전 버전에서는 Allow/Deny 모드 시 ACL관리자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각 공유 별 접근모드 선택은 Anystor 5 이상 버전에서 지원됩니다.

C. ACL 초기화는 선택한 공유에 적용된 사용자와 그룹을 모두 삭제하고 소유주와 소유그

룹,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상속 없이 읽기,쓰기가 모두 가능한 상태로 초기화

합니다. 이 상태는 Allow/Deny 모드를 이용한 공유 시 유용한 환경이며, ACL 을 처음부

터 다시 적용할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공유 이하의 파일 및 폴더가 많을 경우 초

기화가 완료될 때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화가 진행 중에는 다른 ACL 설정( 

상속 및 ACL 설정 )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그림 3.6.34 ACL 관리자 – 접근모드와 ACL 초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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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접근권한 설정

[ 그림 3.6.35 ACL 관리자 – ACL 설정 ]

▶ 접근 권한 생성

A. ACL을 적용할 공유의 최상위 혹은 공유 내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ACL 필드의 보기 를

선택합니다. [ 그림 3.6.35 ]는 공유test11의 ACL 정보이면서 공유test1의 하위 test11 

디렉토리의 정보입니다. ( 공유test11 은 공유test1 의 하위에 생성된 하위 공유입니다. 

) 화면 하단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B. [ 그림 3.6.36 ]은 사용자 및 그룹을 추가하는 모습입니다. user1 과 user2, group1 과 g

roup2 를 읽기 권한으로 설정합니다. 상속설정은 해당 디렉토리에서만 적용할 것인지

설정 이후, 하위에 생성되는 디렉토리에도 현재설정을 상속(유지)시킬 것인지를 설정합

니다. ( 상속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운영중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 및 디렉토리는 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 권한은 읽기 와 읽기/쓰기 를 설정할 수 있고 상속설정

은 상속과 상속안함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C. 사용자 및 그룹이 추가되었으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D. [ 그림 3.6.37 ]은 사용자/그룹 추가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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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36 ACL 관리자 – ACL 사용자/그룹 추가 ][ 그림 3.6.36 ACL 관리자 – ACL 사용자/그룹 추가 ]

[ 그림 3.6.37 ACL 관리자 – ACL 사용자/그룹 추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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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권한 수정

A. [ 그림 3.6.38 ]은 추가된 사용자와 그룹의 권한을 수정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사용자

권한이 추가되면 OWNER와 GROUP, OTHER 는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수정할 사용자

또는 그룹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B. [ 그림 3.6.39 ]는 권한 과 상속설정을 수정하는 화면입니다. 선택한 사용자와 그룹은

화면 좌측에 목록을 표시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는 읽기 권한으로 설정되었던 사용자

와 그룹을 읽기/쓰기 권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권한으로 설정 가능한 옵션은 이전권

한유지와 읽기, 읽기/쓰기, 권한없음 입니다. 상속설정은 이전 상속을 그대로 사용하도

록 이전상속유지 로 설정합니다. 설정가능한 옵션은 이전상속유지와 상속, 상속안함 입

니다.

C. 설정이 완료되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림 3.6.38 ACL 관리자 – ACL 사용자/그룹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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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39 ACL 관리자 – ACL 사용자/그룹 수정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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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권한 삭제

A. [ 그림 3.6.40 ]은 추가/수정 된 그룹 group1 과 group2 를 삭제하는 과정입니다. 삭제

할 사용자 또는 그룹을 체크박스에서 선택하고 삭제버튼을 클릭합니다.

B. ACL 정보 삭제를 확인하는 창에서 확인을 선택하시면 선택된 사용자 또는 그룹이 삭제

됩니다.

[ 그림 3.6.40 ACL 관리자 – ACL 사용자/그룹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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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권한 상속

사용자 또는 그룹의 접근 권한이 모두 설정된 이후에 하위 경로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에

설정된 정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작업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또 다른 공유 혹은 디

렉토리에 대해 중복된 작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권한이 설정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그룹은 상

속되지 않습니다.

는 선택된 공유 혹은 디렉토리에서 하위에 존재하는 디렉토리에 대해 현재

설정정보를 그대로 하위로 복제합니다. 하위에 또 다른 접근제어 설정이 존재하더라도 기존의 설정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이 동작 이후에 하위 디렉토리는 모두 같은 설정 정보로 설정됩니다. ( 단, 상위에

서 상속 권한이 없는 사용자/그룹 정보는 설정되지 않습니다. )

는 와 기능적으로는 같은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하위 디렉토리에서 별도로 추가된 사용자/그룹 접근제어 정보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 단, 하위에 동일

한 사용자 또는 그룹에는 상위의 설정으로 적용됩니다. )한 사용자 또는 그룹에는 상위의 설정으로 적용됩니다. )

은 상위에 부모 디렉토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위의 부모 디

렉토리가 가진 상속가능하도록 설정한 상속권한을 받아 현재 디렉토리에 추가합니다.

공유 혹은 디렉토리의 상속과 달리 파일에 대한 접근제어정보에는 상속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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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메뉴에서는 시스템의 동작 및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메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경보]- 경고 설정: 시스템 이상 시 경고 전송을 위한 관리자 E-Mail, SNMP, 알람 설정 및

웹 화면 갱신 시간 설정

B. [로그]- 로그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로그 관리 및 로그 뷰 제공

C. [시간]- 시간 설정: 시스템 시간 설정

D. [서비스]- 서비스 설정: 서비스 데몬의 구동 및 종료

E. [유지관리]- 유지 보수: 시스템의 유지 보수 제공

F. [라이센스]-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의 라이선스를 등록

G. [전원]- 시스템 종료 : 시스템 종료 및 재시작 기능 제공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7. 시스템 관리

[ 그림 3.7.1  시스템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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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보

시스템의 이상 발생시 E-Mail, SNMP 트랩 메시지, 알람을 통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알려줄 수 있

도록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또한 관리자가 웹 작업 시 화면 갱신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서 웹에서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경보 정보 설정

A. 기본 : 관리자의 이름, 회사 이름, 전화번호

B. 전자메일

a. 설정이 잘못 되었을 때 기본 설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 메일 설정이 잘못

되었을 시 시스템에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메일 설정을 사용

b. 관리자 전자메일 : 전자메일을 받고자 하는 메일 주소

c. 전송 전자 메일 : 전자메일을 보내는데 사용하는 메일 계정

d. 메일 서버(SMTP) : 전자메일을 보내는데 사용하는 SMTP 서버

e. 메일 서버 인증 : SMTP 인증을 사용할지 여부

� 계정 ID : SMTP 인증이 사용되는 계정 ID

� 계정 암호 : SMTP 인증에 사용되는 계정 패스워드

f. 경보 범위 : 발생한 상태의 종류(레벨)에 따라 경보 사용 여부를 결정

� 오류 : 오류에 해당하는 상태 발생 시

� 오류+경고 : 오류 미 경고에 해당하는 상태 발생 시

� 오류+경고+정보 : 오류 및 경고, 정보에 해당하는 상태 발생 시

C. SNMP

a. SNMP 트랩 메시지를 받을 IP 주소

b. 경보 범위 : 발생한 상태의 종류(레벨)에 따라 경보 사용 여부를 결정

� 오류 : 오류에 해당하는 상태 발생 시

� 오류+경고 : 오류 미 경고에 해당하는 상태 발생 시

� 오류+경고+정보 : 오류 및 경고, 정보에 해당하는 상태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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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경보음

a. 경보음 상태 : 경보음의 울림여부를 알려주고 울림을 중지시키거나 경보음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b. 경보 범위 : 발생한 상태의 종류(레벨)에 따라 경보 사용 여부를 결정

� 오류 : 오류에 해당하는 상태 발생 시

� 오류+경고 : 오류 미 경고에 해당하는 상태 발생 시

� 오류+경고+정보 : 오류 및 경고, 정보에 해당하는 상태 발생 시

E.    “테스트 전자메일 & SNMP” 버튼을 누르면 테스트 이메일과 SNMP 트랩 메시지가 발

송됩니다. 만약 값을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지 않고 “테스트 전자메일 & SNMP” 버튼

을 누를 경우 메일이 전송되지 않으며 기본 게이트웨이 및 DNS가 설정되지 않았을 경

우에도 메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F.    “저장” 버튼을 누르면 기입한 정보가 저장이 되며, 수정 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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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2  경고를 위한 경보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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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새로고침 간격 설정

A. [시스템]-[시간]과 [시스템 정보] 메뉴의 웹 GUI 새로 고침 간격은 “시간 & 상태” 항목

에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B. HA와 같이 관리작업의 완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항목에서는 별도의 웹 GUI 갱신

시간을 사용하므로 본 항목의 설정값에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그림 3.7.3  웹 새로고침 간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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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로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에 대한 관리를 수행합니다.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로그의 종류는 히

스토리 로그, 메시지 로그, 삼바 로그, 아파치 로그, 부트 로그, 크론 로그, 보안 로그 및 메일 로그를 제

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로그 뷰를 통하여 각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7.4]는 로그 관리 및 뷰를

제공하는 GUI입니다.

[ 그림 3.7.4  로그 관리 및 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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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관리 및 뷰는 [시스템]-[로그] 메뉴에서 수행합니다. 시스템 로그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하는

로그를 선택합니다.

A. 로그를 선택하면 해당 로그가 뷰 화면에 출력됩니다.

B. 로그를 지우려면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NOTE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그는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관리자가 로그를 유지하고 싶을 경우 로그를 주기적으로 백업 받아야 합니다. 로그에 대한 백업은 [

유지보수(유지관리)] 메뉴에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Chaper7. 7-5 시스템 유지관리]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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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시간

AnyStor NAS의 시간 설정을 위한 인터페이스 입니다. [시스템]-[시간] 메뉴로 이동하면 현재 시간을

볼 수 있으며, 시스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nyStor NAS는 KST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그림 3.7.5  시간 설정 ]

7-4. 서비스

서비스 데몬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입니다. 데몬의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으며, 서비스 데몬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입니다. 데몬의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으며, 

데몬의 구동 및 종료를 관리합니다. 관리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CIFS 서비스 데몬의 구동 및 종료

B. NFS 서비스 데몬의 구동 및 종료

C. SNMP 서비스 데몬의 구동 및 종료

D. NIS 서비스 데몬의 구동 및 종료

E. NDMP 서비스 데몬의 구동 및 종료(포트 설정 포함)

[ 그림 3.7.6  서비스 데몬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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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유지관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한 메뉴입니다. 시스템의 유지 보수는 시스템 설정 파일의 백업 및 복구, 

시스템 로그 백업, 시스템 온라인 업그레이드 기능을 포함합니다.

.

[ 그림 3.7.7  시스템 유지관리 화면 ]

▶ 시스템 설정 파일 백업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 설정 파일들이

필요합니다. AnyStor NAS는 시스템 설정 파일 백업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예

전 시스템 설정을 처음부터 다시 수행하지 않고 간단히 원래의 설정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때문에 볼륨정보는 백업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스템 설정 정보를

복구해도 그 당시에 설정되어 있는 볼륨정보는 변경하지 않게 됩니다.

시스템 설정 파일 백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합니다..

[ 그림 3.7.8  시스템 설정 파일 백업(파일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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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 그림 3.7.9  시스템 설정 파일 저장 ]

A.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생성된 날짜가 표시되며 “download” 이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B. “download”을 클릭하면 파일을 열거나 저장할 수 있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파일이름

은 ‘SysConfig월-일-년도.cfg’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설정 구성 복구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백업된 시스템 설정 파일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원상태로 복구 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원래대로 복구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과정을 수행합니다.

[ 그림 3.7.10  시스템 설정 파일 복구 ]

A. [시스템]-[유지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B. “시스템 유지관리” 항목에서 “구성 복구”에 해당하는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

일 검색 창에서 기존에 백업 되어있는 시스템 설정 파일의 최신 본을 선택하고 확인 버

튼을 클릭합니다.

C. “수행”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 설정파일 복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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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로그파일 백업

A. 로그 백업의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 파일을 생성하면 위와 같이 생성날짜와 “do

wnload”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B. “download”을 클릭하면 파일을 열거나 저장할 수 있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파일이름

은 ‘Sys로그월-일-년도.AnyStorLog’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림 3.7.11  로그파일 백업 ]

▶ 시스템 업그레이드

AnyStor NAS는 온라인 업그레이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업그레이드 파일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그레이드 파일을 구합니다(웹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CD롬으로 배포 예정)

② “버전 업그레이드” 항목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그레이드 파일을 선택

합니다.

③ “수행”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수행합니다.

[ 그림 3.7.12  로그 백업파일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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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13  시스템 업그레이드 ]

※ NOTE

업그레이드 기능의 종류에 따라 시스템 리부팅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리부팅 해야 할 경우 반

드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확인 후 리부팅을 수행하십시오.).

▶ 원격 기술 지원

원격 기술 지원을 위해 직접 중계 서버와 연결하거나 웹 페이지를 통하여 설정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Chapter 3. AnyStor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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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접 설정 : 당사 기술 지원팀에서 알려드리는 중계 IP 주소를 입력하고 적용한 뒤 포트번호를
기술 지원팀에 알려주십시요. 

B.   웹 페이지를 통한 설정 : 웹 페이지가 로딩된 후 당사 기술 지원팀에서 알려드리는 접속 코드를
입력하고 접속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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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14  중계 서버와 연결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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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15 원격 기술 지원을 위한 웹 페이지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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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라이센스

시스템의 라이센스를 관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입니다. 라이센스 발급이 필요한 모듈에 라이센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7.15]는 AnyStor 기본 라이센스와 AnyReplicator, 웹 디스크 라이센스를 등록한 화면 입니다..

[ 그림 3.7.16  라이센스 관리 ]

▶ 라이센스 등록

① 라이센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라이센스 번호는 제품 구입 시, 또는 새로운 모듈 구입 시

발급 됩니다.

②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라이센스 번호를 등록합니다.

③ 등록에 성공하면 [그림 3.7.16]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 그림 3.7.17  라이센스 등록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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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전원

시스템의 종료 및 부팅을 관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입니다. 시스템 종료 및 부팅을 위한 옵션은 다

음과 같습니다. 

A. 전원 끄기 선택

a. 시스템 재시작 : 시스템 리부팅

b. 시스템 전원끄기 : 시스템 셧다운

B.     파일 시스템 체크 선택

a. 운영체제 : 시스템 리부팅 시 운영체제 파일 시스템 체크

b. 스토리지 : 시스템 리부팅 시 선택한 스토리지 볼륨 파일 시스템 체크

※ NOTE

부팅중 파일 시스템 체크는 디스크 용량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지 파일 시스

템의 체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하십시요.

[ 그림 3.7.18  시스템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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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라이센스 등록

▶ AnyManager의 System Manager에서 등록 확인

① System Manager에 로그인합니다(그림 3.1.1 참조)

② [시스템]-[라이센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③ 라이센스 등록 유무를 확인합니다.

④ 라이센스 등록이 안되어 있을 때는 제품 구매 시 받은 라이센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라이센스 등록이 완료되면 [그림 4.1.1]와 같이 등록이 완료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Chapter 4. AnyStor 웹디스크 서비스 관리

1. 라이센스 등록

[ 그림 4.1.1  라이센스 등록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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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웹디스크 서비스 설정

▶ AnyManager의 System Manager에서 웹디스크 서비스 설정

① [시스템]-[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② [그림 4.2.1]과 같이 Common Internet File System과 Web Disk Daemon을 가동시켜

주십시오..

Chapter 4. AnyStor 웹디스크 서비스 관리

2. 웹디스크 설정

[ 그림 4.2.1  웹디스크 서비스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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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디스크 볼륨 설정

▶ AnyManager의 System Manager에서 웹디스크 볼륨 설정

① [LVM]-[논리 볼륨]메뉴로 이동합니다.

② [그림 4.2.2]과 같이 ‘웹디스크 볼륨으로 지정하기’항목을 체크합니다.

③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볼륨을 생성합니다.

④ 생성이 완료되면 [그림 4.2.3]와 같이 웹디스크 볼륨으로 생성됩니다.

Chapter 4. AnyStor 웹디스크 서비스 관리

[ 그림 4.2.2  웹디스크 볼륨 설정 ]

[ 그림 4.2.3  웹디스크 볼륨 정보 ]

2-3. Secure Zone 설정

웹 디스크 사용자가 빠른 접속기를 통하여 접속하기 위해서는 Secure Zone 설정이 필요합니다. 

[3.4.3 보안 설정을 참조]하여 CIFS를 허가한 Global Zone을 설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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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문제 해결

문제) 서비스가 되질 않습니다.

해결방안) 장비의 로그가 꽉 찼을 경우 부팅 중 멈추게 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ERROR:
84FF: System Event 로그 Full
Resume <F1)

이때, <F1>키를 누르면, 부팅이 진행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웹이 정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해결방안) 웹 브라우저를 IE 5.0이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스냅샷 볼륨의 예약을 하는 경우 실제 시간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결방안) 스냅샷 볼륨은 AnyStor 장비의 시간에 따라 예약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간과 AnyStor
의 장비의 시간을 맞추어서 예약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AnyStor 의 시간 설정은 System – 시간 메뉴에 있습니다. 

문제) 스냅샷 볼륨에서 공유가 안됩니다.

해결방안) 스냅샷 볼륨은 생성되는 시점에 스냅샷의 원본 볼륨의 내용이 담기는 읽기 전용 볼륨입
니다. 따라서, 스냅샷 볼륨의 전체 볼륨 공유 혹은 스냅샷을 수행한 원본 볼륨과 동일한 디렉터리명
으로 공유 디렉터리를 지정하시면 공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 Storage Status에서 볼륨 degraded 메시지와 함께 1개의 디스크에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결방안) 장애 디스크를 교체하여 RAID 볼륨을 Rebuild하여야 합니다. 당사에 문의 바랍니다. 

※  장애 문의 및 기술 지원

글루시스 기술부 TEL. 02-597-3260(내선 200)  /  FAX. 02-597-3261  / E-mail. tech@glues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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