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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Videoscape Distribution Suite - Transparent Caching(VDS - TC)의 업데이트
되지 않은 캐시 엔진에서 새 디스크를 수동으로 스캔하고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경 정보

새 디스크가 교체되면 캐시 볼륨 삽입이 VDS-TC에 교체 절차가 끝날 때 입력됩니다.이 프로세스를
통해 교체된 디스크가 모든 캐시 엔진에 업데이트됩니다.그러나 어떤 이유로 이 프로세스가 완료되
지 않으면 일부 캐시 엔진이 이 교체된 디스크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절차

mppBusRescan -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서버를 재부팅하지 않고도 새 논리 드라이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이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새 어레이 디바이스를 검색하고, 매핑되지 않거나 연결이 끊긴
디바이스를 삭제하고, 디바이스의 크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관리에서 캐시 엔진에 로그인합니다.ssh ce-x 명령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x는 캐시 엔진 번호
입니다.

1.

디스크를 확인하려면 /opt/pang/bin/fdisk.sh 명령을 입력합니다.
ce-10:~ # /opt/pang/bin/fdisk.sh

(skip)

PeerApp,0023,U /dev/sdy1

PeerApp,0024,U /dev/sdx1

PeerApp,0025,U /dev/sdz1

PeerApp,0027,U /dev/sdab1

(skip)

<Note:There is no volume26>

2.

매핑되지 않은 디스크를 삭제하고 새 디스크를 스캔하고 업데이트하려면 mppBusRescan 명
령의 변형을 입력합니다. 매핑되지 않았거나 연결이 끊어진 디바이스를 삭제하려면
mppBusRescan -d 명령을 입력합니다.
ce-10:~ # mppBusRescan -d

Searching for unmapped or disconnected MPP devices.

No MPP device found unmapped or disconnected.

3.



   

새 디바이스를 스캔하려면 mppBusRescan -s 명령을 입력합니다.
ce-10:~ # mppBusRescan -s

(skip)

scan iSCSI software initiator host /sys/class/scsi_host/host26...

found 26:0:0:1 ------ <Note: Found a new disk for volume26>

scan iSCSI software initiator host /sys/class/scsi_host/host27...

no new device found

scan iSCSI software initiator host /sys/class/scsi_host/host28...

no new device found

(skip)

run /usr/sbin/mppUtil -s busscan...

scan mpp virtual host /sys/class/scsi_host/host31...

no new virtual device found

다시 매핑된 디바이스를 업데이트하려면 mppBusRescan -u 명령을 입력합니다.
ce-10:~ # mppBusRescan -u

Searching for remapped MPP devices.

No MPP device found remapped.

새 디스크가 감지되어 캐시 엔진에 마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ce-10:~ # /opt/pang/bin/fdisk.sh

(skip)

PeerApp,0025,U /dev/sdz1

PeerApp,0026,U /dev/sddr1 -------- <Note: Volume26 was updated>

PeerApp,0027,U /dev/sdab1

(ski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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