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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가이드는 C-Series 서버의 Cisco 12G SAS Modular RAID Controller에서 'Just a bunch of
disks'(JBOD)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의 사항:

* JBOD 디스크는 RAID 컨트롤러에서 하드웨어 캐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www.redbooks.ibm.com/redpapers/pdfs/redp5234.pdf (RAID/JBOD에 대한 일반 문서)

* 이러한 디스크에 캐싱이 필요한 경우 RAID 0 어레이(스트라이핑)에 넣어 OS에 제공할 수 있습니
다.RAID0에는 패리티가 없습니다. 따라서 RAID 0에 디스크를 더 많이 추가할수록 장애 도메인이
더 커지거나 단일 디스크 장애로 인해 모든 디스크에서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RAID 0의 특성입니다. 뛰어난 성능은 단일 디스크 오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애플리
케이션 및 활용 사례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요구 사항

C-Series 서버●

Cisco 12G SAS 모듈형 RAID 컨트롤러●

HDD 1개 이상●

CIMC/KVM 액세스 ●

사용되는 구성 요소

2.0(6d) CIMC를 실행하는 Cisco C240-M4●

4.250.00-3632를 실행하는 Cisco 12G SAS 모듈형 RAID 컨트롤러●

구성

안전 예방책으로, 기존 RAID 컨피그레이션이 있는 경우, 변경 전에 해당 가상 디스크(VD)의 데이터
를 백업하십시오.  

JBOD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팅 전 RAID 컨피그레이션 메뉴(CTRL+R)를 입력하려면 재부팅해야 하

http://www.redbooks.ibm.com/redpapers/pdfs/redp5234.pdf


지만, 보존하려는 VD(Virtual Disk)인 RAID 1이 있는 경우 JBOD를 활성화한 후 컨피그레이션을 유
지해야 합니다.

이 작성 시 JBOD는 컨트롤러에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CIMC를 통해 12G 컨트
롤러에서 JBOD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부팅 전 RAID 구성 메뉴(CTRL+R)만 활성화됩니다.

모든 디스크를 JBOD로 설정하려면 RAID에서 기존 VD(가상 디스크)를 삭제하십시오. 그러면
PD(물리적 디스크)가 '구성되지 않음 정상'으로 해제됩니다. 이 작업은 CIMC 또는 CTRL+R 부팅 전
RAID 구성 메뉴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삭제할 가상 디스크의 데이터를 삭제하여 그에
따라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해야 합니다.

JBOD가 이미 활성화되었거나 비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 CIMC에 로그인합니다.

2) Storage(스토리지) > Select 12G controller(12G 컨트롤러 선택) > Controller Info(컨트롤러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JBOD 사용

1) 비활성화된 경우 호스트를 재부팅하고 Ctrl+R을 눌러 RAID 컨피그레이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 Ctrl+N을 두 번 누르고 'Enable JBOD(JBOD 활성화)'로 이동하고 'space'를 누릅니다. [X]가 대괄
호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3) 저장하려면 Ctrl+S를 누릅니다.



  

4) Esc 키를 눌러 종료합니다.

5) 이렇게 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디스크가 JBOD로 변환됩니다. 다시 테스트에서 VD(RAID 1)로 할
당된 PD가 JBOD로 변환되지 않았으며 OS가 해당 RAID 1에 대해 아직 작동 중입니다.

6) JBOD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상 디스크(VD)가 없는 경우 일부 디스크를 '구성되지 않음 정상'으로 구성하여 새 가상 디스크
(VD) 또는 RAID 볼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CIMC 내에서 '구성되지 않은 정상'(RAID에 추가할 수 있음) 또는 'JBOD' 간에 디스크를 전환
할 수 있습니다.

VD/RAID 그룹의 구성원인 모든 PD에 대해서는 JBOD로 변환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PD를 JBOD
디스크로 변환하는 옵션을 받기 전에 VD/RAID 그룹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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