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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장 CLOUD 
 Cloud~ 왜 필요한가? 
 Cloud의 정의를 알아보자!!! 
 대표적인 Cloud 시스템은 뭐가 있을까? 



    Cloud~ 왜 필요한가? 

다양한 종류의 Smart Phone 

인터넷이 가능한 Smart TV 

다양한 사용자 Groups 

Music 

Movies 

Games 

ebook 

고사양의 한정된 자원 

Virtualization 



    Cloud의 정의를 알아보자!!!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컨텐츠 사용 등 IT관련 서비스를  Any 
Devic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 

Cloud의 정의 



    Cloud의 정의를 알아보자!!! 

SaaS (Software as a Services) 

PaaS (Platform as a Services)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s ) 



    대표적인 Cloud시스템은 뭐가 있을까? 

Amazon S3 (Simple Storage Service) 
http://aws.amazon.com/s3/ 

 인터넷 기반의 스토리지 서비스 

 어디서나 편리하게 임의 크기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을 수 있다. 

 확장성, 안정성, 빠르고 저렴한 데이터 스

토리지 인프라구조 

Amazon EC2(Elastic Compute Cloud) 
http://aws.amazon.com/ec2/ 

 하드웨어 서버의 가상화를 통한 자원 제공 

 할당 받은 자원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운영체제 이외의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Cloud시스템은 뭐가 있을까? 

IBM Cloud Portal 
http://www.ibmcloud.co.kr 

KT Ucloud biz 
http://ucloudbiz.olleh.com 

 국내 최초 OpenStack 상용화 사이트~ 



    대표적인 Cloud시스템은 뭐가 있을까? 

Openstack compute Dashboard 
http://www.openstack.org 

Apple iCloud 
http://www.apple.com/icloud/ 



II 장 OPENSTACK 
 Openstack의 탄생 
 Openstack! 어떻게 생긴 거지? 
 설치를 해야 알지~!! 



    Openstack의 탄생 

2010.07 OpenStack Open 
- NASA : Nebula 
- Rackspace:  Cloud Files & Server  

NASA OpenStack History 
2010.03 : Rackspace가 자사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오픈 소스화 (IaaS 분야 2위 사업자) 
2010.05 : NASA가 Nebula 플랫폼을 오픈 소스화 (Nebula. 서버 가상화 플랫폼) 
2010.06 : Rackspace와 NASA가 OpenStack 설립 
2010.10 : Austin release 
2011.02 : Bexar release, 35 이상의 파트너 
2011.02 : OpenStack 한국 커뮤니티 구축 <- KT (OpenStack 공식 파트너) 지원 
2011.04 : Cactus release 
KT : 2011.3 ~ 2011.6, OpenStack Object Storage 기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상용화 (ucloud SS) 
2011.07 : Diablo release 



    Openstack! 어떻게 생긴 거지?  

NOVA 
SWIFT 

GLANCE 



    Openstack! 어떻게 생긴 거지?  

 Nova-API 
 Glance-API 
 Dashboard 

 Nova-schedule 
 Nova-compute 
 Nova-volume 

 Nova-Manage 
 Nova-Network 

NOVA 



    Openstack! 어떻게 생긴 거지?  

Account 

Container 

Container 

…… 

Object Object 

Object 

Object Object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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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Container 

…… 

Object Object 

Object 

Object Object 

Object 

Account 

Container 

Container 

…… 

Object Object 

Object 

Object Object 

Object 

Swift의 논리적 구조 

Account 

Container 

Object 

Authentication Account 및 User 생성, 조회, 삭제, 인증 처리 

Storage 조회, Container 조회, Metadata 추가 

Storage 및 Object 조회, Container 생성,삭제  

Object 조회, 다운로드, 업로드, 복사, 삭제 



    Openstack! 어떻게 생긴 거지?  



준비물 

    설치를 해야 알지~!! 

Servers 
Ubuntu Server Install CD 

Manual 
http://www.openstack.org 

http://www.openstack.or.kr 
http://wiki.openstack.or.kr 

Engineer 

http://www.ubuntu.com/ 

http://www.openstack.org/
http://www.openstack.or.kr/
http://wiki.openstack.or.kr/
http://www.ubuntu.com/


    설치를 해야 알지~!! 

http://www.youtube.com/watch?v=JD3kdlCcMwA Nova 설치 동영상 

http://www.openstack.or.kr/xe/969 Swift 설치 매뉴얼 

http://www.devstack.org  Nova Script 설치 매뉴얼 

http://www.youtube.com/watch?v=JD3kdlCcMwA
http://www.openstack.or.kr/xe/969
http://www.devstack.org/
http://www.devstack.org/


III 장 LANGUAGE 
 Ubuntu를 알면 Openstack이 쉬워질까? 
 Python이 대체 뭐야? 
 Korea는 Java의 나라!? 



Linux 

    Ubuntu를 알면 OpenStack이 쉬워질까? 

OpenGEU 



Linux 

    Ubuntu를 알면 OpenStack이 쉬워질까? 

OpenGEU 

기본  명령어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 

apt-get install, sudo, passwd, chmod, chown 

netstat, /etc/init.d/networking restart, 
/etc/network/interfaces, ping, ssh 

시스템 관련 명령어 vi, mkdir, find, ps –eaf 



    Python이 대체 뭐야? 

파이썬(Python)은 1991년 프로그래머인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이 발표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플랫폼 독립적이
며 인터프리터식, 객체지향적, 동적 타이핑(dynamically typed) 
대화형 언어이다.  

http://www.python.org/ 

주요 특징 
 동적 타이핑(dynamic typing). (실행 시간에 자료형을 검사한다.) 
 객체의 멤버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 
 모듈, 클래스, 객체와 같은 언어의 요소가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다. 
 리플렉션을 이용한 기술을 쓸 수 있다. 

 

해석 프로그램의 종류 
 CPython : C로 작성된 인터프리터. 
 스택리스 파이썬 : C 스택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프리터. 
 Jython : 자바 가상 머신 용 인터프리터. 과거에는 제이파이썬(JPython)이라고 불렸다. 
 IronPython : .NET 플랫폼 용 인터프리터. 
 PyPy : 파이썬으로 작성된 파이썬 인터프리터. 

http://www.python.org/


    Python이 대체 뭐야? 

def factorial(x):  

 if x == 0:  

  return 1  

 else:  

  return x * factorial(x - 1)  

Python 

int factorial(int x)  
{ 
 if(x == 0)  
 {  
  return 1;  
 } 
 else  
 {  
  return x * factorial(x - 1);  
 }  
} 

Java 



    Korea는 Java의 나라!? 

국내 Java 학원 수 

56건 

57% 

국내 Python 학원 수 

2건 

2% 

출처 : TIOBE software 
http://www.tiobe.com/index.php/content/paperinfo/tpci/index.html 

국내 PHP 학원 수 

20건 

20% 

국내 ASP 학원 수 

20건 

20% 

http://www.tiobe.com/index.php/content/paperinfo/tpci/index.html
http://www.tiobe.com/index.php/content/paperinfo/tpci/index.html
http://www.tiobe.com/index.php/content/paperinfo/tpci/index.html
http://www.tiobe.com/index.php/content/paperinfo/tpci/index.html
http://www.tiobe.com/index.php/content/paperinfo/tpci/index.html
http://www.tiobe.com/index.php/content/paperinfo/tpci/index.html


    Korea는 Java의 나라!? 

http://wiki.openstack.org/SwiftAPI 

http://wiki.openstack.org/SwiftAPI


    Korea는 Java의 나라!? 

https://github.com/jclouds/jclouds http://www.jclouds.org/ 

https://github.com/jclouds/jclouds
http://www.jclouds.org/


    Summary 

Infrastructure (Server, Storage, Network) 

Ubuntu 

Openstack  

Java Python C 



Q&A 
http://www.openstack.or.kr/ 

http://www.ubuntu.or.kr/ 

http://www.facebook.com/groups/openstack.kr/ 

http://www.facebook.com/groups/ubuntu.ko/ 

http://www.openstack.or.kr/
http://www.ubuntu.or.kr/
http://www.facebook.com/groups/openstack.kr/
http://www.facebook.com/groups/ubuntu.ko/


Thanks~!! 
㈜엠엔엘 솔루션 R&D 센터 
책임연구원 장현정 
jhj49@mnlsolution.com / nalee999@nate.com 
http://naleejang.tistory.com/ 
http://www.facebook.com/naleejang 
http://www.mnlsolution.com 

mailto:jhj49@mnlsolution.com
mailto:nalee999@nate.com
http://naleejang.tistory.com/
http://www.facebook.com/naleejang
http://www.facebook.com/naleejang
http://www.facebook.com/naleejang
http://www.mnlsolu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