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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Hyperflex 클러스터에서 ESXi Agent Manager(EAM)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배경 정보

ESX Agent Manager(EAM)는 ESX 호스트에서 에이전트 VM을 관리하는 vCenter 확장입니다.에이
전트 VM은 일반적으로 클러스터의 모든 호스트에서 분산 서비스를 실행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
폼에서 사용되며 각 로컬 노드의 게스트 VM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EAM 서비스는 지정된 에이전
트 VM의 자동화된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제공하며 다음을 비롯한 몇 가지 유용한 기능을 포함합니
다.호스트에 자동화된 구축, 호스트가 유지 관리 모드로 입력되거나 종료될 때 에이전트 VM의 자동
켜기 및 끄기, 에이전트 VM의 전원이 꺼져 있음을 감지하여 에이전트 VM의 전원이 꺼지고, 에이전
트 VM 구성을 변경하려고 시도할 때 에이전트 VM에 대한 엄격한 시작 순서가 보장됩니다.

적용 가능한 HXDP 버전

HXDP에 대한 이 정보 버전은 EAM 사용 및 제거에 적용됩니다.

버전 4.0(1) 이상에서 새로 구축된 클러스터만 네이티브 라이프사이클 서비스를 사용하고 EAM
설치 및 구성을 건너뛰도록 구성됩니다.

●

이전 버전에 구축되어 4.0(1) 이상 릴리스로 업그레이드된 클러스터는 수동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계속 EAM을 사용합니다.EAM을 제거하는 것은 고객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컨피그레이션입니다.

●

이 설명서의 제거 섹션에서는 4.0(1) 이전에 구축된 기존 클러스터에 대해 EAM 서비스를 제거
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4.0.2b 이전 릴리스를 실행하는 경우 아래 나열된 수
동 제거 절차를 사용하기 전에 이 빌드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

HXDP 4.0에서 EAM 제거의 이점



지속적인 클러스터 작업을 위해 EAM 서비스에 대한 종속성이 없습니다.●

이제 일반 ESX 유지 관리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러한 클러스터에서는 HX 유지 관
리 모드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HyperFlex는 유지 관리 모드 이벤트를 탐지하고 각
컨트롤러 VM의 정상 종료를 자동으로 트리거합니다.

●

UCS 컴퓨팅 전용 노드용 컨트롤러 VM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이 VM의 구축은 EAM 및
DRS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필요했으며 더 이상 EAM을 사용하지 않는 클러스터의 경
우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

컨트롤러 VM은 vCenter UI에서 이러한 사용자 작업을 비활성화하여 vCenter에서 실수로 삭제
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

EAM의 알려진 VMware 문제는 더 이상 HyperFlex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 새
로운 라이프사이클 서비스는 Cisco HyperFlex 엔지니어링 팀이 단독으로 설계, 구현 및 테스트
한 것입니다. 

●

EAM 제거 단계

절차 1. vCenter에서 클러스터 제거에 의한 EAM 제거

이는 제거를 수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vCenter에서 클러스터를 분리해야 합니다.이 절차를
수행할 때 현재 실행 중인 VM 및 워크로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VMware VDS(Virtual
Distributed Switching)를 사용하는 경우 vCenter에서 클러스터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두 번째 절차
를 사용해야 합니다.

1단계. 업그레이드된 클러스터가 여전히 호스트에 있는 EAM 컨피그레이션을 표시하고 있는지 확
인합니다.

제거 프로세스가 완료되기 전에 /var/log/springpath/stMgr.log에 EAM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이를 보
려면 클러스터의 모든 컨트롤러 VM에 로그온하고 stMgr.log 파일을 확인합니다.



2단계. vCenter에서 전체 ESX 클러스터를 제거하려면 해당 클러스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
릭한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삭제를 선택합니다.

3단계.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 HX 클러스터를 다시 추가한 다음 각 HX 호스트를 클러스터에 추가
합니다.CLI를 통해 클러스터를 다시 등록하려면 클러스터를 적절한 vCenter 정보로 재등록합니다.



절차 2. vCenter에서 클러스터를 제거하지 않고 EAM 제거

vCenter에서 클러스터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노드별로 프로세스를 점진적으
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 프로세스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컨트롤러 VM을 재부팅해야 합
니다.

1단계: 클러스터가 정상이고 노드 장애 허용 가능 상태가 1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유지 관리 모드로 첫 번째 호스트를 입력합니다.그러면 컨트롤러 VM의 전원이 꺼집니다.

3단계:인벤토리에서 VM을 제거하여 vCenter에서 VM을 등록 취소한 다음 아래 단계에 따라 다시
등록합니다.

4단계: 현재 ESXi 호스트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컨트롤러 VM을 다시 등록합니다.

         4a단계:"Datastores(데이터 저장소)" 탭으로 이동하여 "SpringpathDS-<>"라는 로컬 데이터 저
장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Browse Files(파일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4b단계: stCtlVM-<> 폴더를 클릭하고 <>.vmx 파일을 찾습니다.

  4C단계: .vmx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Register VM(VM 등록)을 선택합니다.

5단계:컨트롤러 VM의 각 ESX 호스트 및 Power ON에 로그인하고 클러스터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
다립니다.참고:컨트롤러 VM은 vCenter를 통해 전원을 공급할 수 없으며 직접 ESXi UI 또는 ESXi
CLI(vim-cmd)를 통해 전원을 켜야 합니다.

6단계: 나머지 모든 SCVM에 대해 한 번에 하나씩 반복하여 클러스터가 정상 상태가 될 때까지 기
다렸다가 다음 호스트를 유지 관리 모드로 전환합니다.

7단계:VM에 대한 모든 아이콘이 EAM에서 관리되는 일반 VM 아이콘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
다.두 번째 예방 조치로 제어 VM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usr/share/sprsprpath/storfs-misc/hx-
scripts/check_eam_status.py

        

7a단계: 출력에 EAM Enabled(EAM 활성화)라고 표시해야 합니다.모든 컨트롤러 VM에 대해 아니



요경고:EAM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아래 재등록 단계 동안 클러스터
가 오프라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7b단계: 출력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root@SpringpathControllerX1441K9NC5:~# /usr/share/springpath/storfs-misc/hx-
scripts/check_eam_status.py

vCenter URL:10.33.16.51
vCenter  (user@domain) .administrator@vsphere.local vCenter :
stCtlVM-FCH2216V07H - EAM :
stCtlVM-FCH2216V1GN - EAM :
stCtlVM-FCH2216V08P - EAM :

8단계:클러스터의 모든 ESX 호스트를 VC에서 분리합니다.이는 EAM이 컨트롤러 VM에 대한 전력
작업을 시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가 예방 조치입니다.

9단계:올바른 클러스터의 ESX 에이전시를 삭제합니다.에이전시는 EAM을 제거하려는 클러스터와
유사하게 이름이 지정됩니다.

         

         9a단계: vCenter의 EAM 섹션으로 이동하려면 주 메뉴 -> Administration(관리) -> vCenter
Server Extensions(vCenter 서버 확장) -> vSphere ESX Agent Manager -> Configure(구성)로 이동
합니다.

         

          9b단계:라디오 버튼 옆에 있는 세 개의 수직 점을 클릭하고 Delete Agency를 선택합니다.

         

          9c단계: 의도된 클러스터에 속한 기관을 제거하는 데 매우 주의하십시오.실수로 다른 클러스
터를 선택하면 모든 컨트롤러 VM의 전원이 꺼지는 즉시 중단됩니다.

10단계:  VC에 호스트 다시 연결

11단계. CLI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CLI를 통해 클러스터를 재등록하고 적절한 vCenter 정보를 제공
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HXDP 로그

스토리지 컨트롤러 VM의 /var/log/springpath/stMgr.log에서 eam_removed 키워드와 함께 새 항목
을 확인합니다.이 값은 EAM 종속성이 HX 클러스터에서 제거되었는지 또는 EAM 종속성이 전혀 존
재하지 않는지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 항목이 표시됩니다.

예:

2019-05-16-02:06:54.124 [Cureator-ServiceCache-0] DEBUG c.s.stMgr.ZKNodeService_StMgr -
DefaultZKPayloadNodeService //stCluster/02032fb1-0922d402024d4d 9-a333-73cd71663ccb:키
에 대한 캐시 값을 가져오는 중:제거(_R)

vCenter에서 EAM 제거

또한 각 호스트에 대해 vCenter에서 제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호스트를 선택한 다음 구성 탭을 선
택합니다.Virtual Machine(가상 머신) > Agent and VM Settings(에이전트 및 VM 설정)에서 에이전
트의 존재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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