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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DE470(Content Delivery Engines 470)에서 실행되는 Cisco COS(Cloud Object
Storage)의 디스크를 교체하고, 최소 지침을 요구하여 콘텐츠 손실/손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경 정보

Cisco CDE470 섀시의 1개 디스크 베이에 디스크가 2개가 1개가 아닌 2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야 합니다.

즉, 베이당 2개의 디스크 중 1개가 손상되면 디스크 교체 중에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먼저 두 디
스크를 모두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Cisco CDE470 섀시는 부품 번호 CDE4-HDD-SAS-4T=72개 디스크를 보유하여 총 288TB의 스토
리지 용량을 제공합니다.

이 이미지에 표시된 것처럼 전면 베이 디스크 레이아웃 번호 지정(수동 - Cloud Object Storage
2.1.1):



디스크 ID 34 및 35가 손상되었습니다.이 2개의 디스크를 교체하려면 오프라인 4개의 디스크를 의
미합니다.
디스크 34를 교체하려면 csd33 및 csd34를 오프라인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디스크 35를 교체하려면 csd35 및 csd36을 오프라인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디스크 오프라인

오프라인이란 Cisco COS 커널 모듈의 활성 폴링 루프에서 디스크를 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이 모
듈은 지속적으로 스캔 및 유지 관리하여 컨텐츠를 저장하고 Reverse 30초 동안 오프라인 2개의 서
로 다른 디스크 간에 내용을 읽습니다.

디스크 오프라인 방법

이전 예를 디스크 12와 함께 사용: csd34 및 csd35 사용
[root@COS cdd]# echo csd12 > /proc/cds/cdd/remove_device

결과:다음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root@COS cdd]# 2015 7월 7일 15:55:13 COS 디스크 디바이스 12가 파일 시스템에서 제거되었습
니다.
2015년 7월 7일 15:55:13 COS System이 71개의 드라이브로 실행 중
<프롬프트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 Enter를 누릅니다.>

결함이 있는 디스크를 교체하고 이중 디스크 베이를 재장착합니다.아래 csd<id>는 앞에, 후자는 뒤
에 위치합니다.

교체된 디스크 재활성화

하드웨어가 교체되면 새 디스크를 서버 커널 모듈에 다시 표시하고 활성 디스크 풀에서 다시 사용
할 수 있습니다.(예: disk 12, csd34 및 csd35 사용) 서로 다른 2개의 디스크를 다시 초기화하는 동안
30초를 고려합니다.

[root@COS cdd]# echo csd12 >/proc/cds/cdd/make_well

결과:다음과 같은 피드백이 표시됩니다.
[root@COS cdd]# 2015년 7월 7일 16:01:20 COS 발견 디스크 장치 12
2015년 7월 7일 16:01:20 COS System이 72개의 드라이브로 실행 중
<프롬프트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 Enter를 누릅니다.>

참고::Cisco CDE470 섀시가 재부팅되고 해당 디스크가 이미 손상되어 유효한 디스크로 인식
되지 않는 동안 커널 모듈(cserver)이 시작되면 해당 디스크에 대한 인덱스가 폴더 구조
/proc/cds/cdd/disks/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커널은 디스크를 초기화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오프라인 또는 다시 사용 가능한 디
스크에 대한 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같은 베이에 있는 네이버 다음에 디스크를 교체



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위 단계

간단히 말해, 디스크 33에 대한 단계:

루트로 COS에 로그인1.
echo csd33 > /proc/cds/cdd/remove_device2.
30s 대기 - 2단계에서 설명한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3.
echo csd34 > /proc/cds/cdd/remove_device4.
30s 대기 - 4단계에서 설명한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5.
이중 디스크 베이를 풀어서 결함이 있는 디스크를 교체하고 베이를 재장착합니다.6.
echo csd33 > /proc/cds/cdd/make_well7.
30s 대기 - 7단계에서 설명한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8.
echo csd34 > /proc/cds/cdd/make_well9.

그런 다음 디스크 35 및 36에 대해 동일한 단계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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