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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테스트 끝에 드디어 제가 Openstack grizzly Quantum을 설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Openstack Korea Community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이렇게 몇 글자 적어 봅니다. 여러분

들도 반드시 설치에 성공해서 저와 같은 기쁨을 맛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보아주세요~!!! 

 

아래 그림은 지금부터 내가 설치하고 구성하게 될 네트워크 구성도이다. 최대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렸는데 이해가 잘 될지는 걱정이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그렸는데 이번 grizzly 에서는 Network Topology를 그림으로 보여준다. 내가 위에 그

려놓은 네트워크 구성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우리는 지금부터 아래 그려져 있는 구성도대로 Openstack

을 설치할 것이다. 

 

 

 구축환경 

- Host OS 환경 

 OS : Windows 8 

 Hypervisor : VMware Player 

 IP :  192.168.10.101 (기본 인터넷 액세스 IP 1)  

192.168.174.1 (VMWare 전용 호스트 Only 어댑터 IP) 

192.168.19.1  (VMWare 전용 호스트 Only 어댑터 IP DCHP 사용) 

- Guest OS 환경 

 OS : Ubuntu 12.10 Server 64 bit 

 Hypervisor : KVM 

 IP : 192.168.19.128 (NAT), Manual IP 

 

나 같은 경우에는 Oracle Virtual Box가 생각보다 느려서 거의 웬만한 작업은 전부 VMWare Player에서 했

다. 위에 보이는 구축환경처럼 VMware에 네트워크 카드를 두 개를 생성을 했다. 하나는 NAT Network이

고, 하나는 Host only Network으로 두 개를 추가했다. 그리고, OS는 Ubuntu 12.10 Server 64bit를 설치를 

했다. 

 

환경이 모두 구축되고 나면 이제부터 Devstack을 활용하여 OpenStack을 설치해보자. 



1. 네트워크 설정 

/etc/network/interface 파일을 열어 아래와 같이 eth1를 manual 방식으로 설정을 한다. 

$ sudo vi /etc/network/interface 

# The loopback network interface 

auto lo 

iface lo inet loopback 

  

# The primary network interface 

auto eth0 

iface eth0 inet dhcp 

 

auto eth1 

       iface eth1 inet manual 

       up ifconfig $IFACE 0.0.0.0 up 

       up ip link set $IFACE promisc on 

       down ip link set $IFACE promisc off 

       down ifconfig $IFACE down 

설정이 끝나면 /etc/init.d/networking restart 라는 명령어를 네트워크를 적용한다. 

2. Git 설치 

Devstack shell script 및 openstack에 관련된 소스를 다운받기 위해 git을 설치한다. 

$ sudo apt-get install -y git sudo 

 

3. User 추가 

devstack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tack이라는 사용자가 필요하고 stack이라는 사용자는 sudo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래는 사용자를 생성하는 명령어이니 그대로 따라 하면 된다. 

# useradd -U -G sudo -s /bin/bash -m stack 

# echo "stack ALL=(ALL) NOPASSWD: ALL" >> /etc/sudoers 

# passwd stack 

패스워드는 본인들이 선호하는 패스워드로 설정하면 된다. 

4. Git을 이용하여 Devstack shell script 다운로드 

stack이라는 사용자 계정을 추가했으면 stack이라는 사용자 계정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나서 home 

directory에서 Devstack shell script를 다운로드 받는다. 

$ git clone git://github.com/openstack-dev/devstack.git 

 

5. localrc 설정 

일전에 공개한 github(https://github.com/naleeJang/devstack-localrc)의 localrc에서 localrc_quantum_allin 

one 을 복사해서 사용하자. HOST_IP와 FLOATING_RANGE 만 수정해 주면 된다. 이때 FLOATING_RANGE는 

VMWare의 Host Only IP 를 입력하면 된다. 

$ vi ~/devstack/localrc 

##################### 

https://github.com/naleeJang/devstack-localrc


# Date : 2013.03.20 # 

# Name : naleeJang  # 

##################### 

# Devstack localrc for Quantum all in one 

 

# default 

HOST_IP=192.168.19.128 

  

# network 

FLAT_INTERFACE=eth0 

FIXED_RANGE=10.0.0.0/20 

NETWORK_GATEWAY=10.0.0.1 

FLOATING_RANGE=192.168.174.1/24 

EXT_GW_IP=192.168.174.1 

  

# vnc 

VNCSERVER_LISTEN=0.0.0.0 

VNCSERVER_PROXYCLIENT_ADDRESS=$HOST_IP 

  

# logs 

DEST=/opt/stack 

LOGFILE=$DEST/logs/stack.sh.log 

SCREEN_LOGDIR=$DEST/logs/screen 

  

# system password 

ADMIN_PASSWORD=openstack 

MYSQL_PASSWORD=openstack 

RABBIT_PASSWORD=openstack 

SERVICE_PASSWORD=openstack 

SERVICE_TOKEN=openstackservicetoken 

  

# cinder 

VOLUME_GROUP="cinder-volume" 

VOLUME_NAME_PREFIX="volume-" 

  

# install service 

disable_service n-net 

enable_service q-svc q-agt q-dhcp q-l3 q-meta quantum 

 

 

6. stack.sh 로 Openstack 설치하기 

localrc 환경이 구축되었으면 이제 Devstack 디렉터리 내에 있는 stack.sh를 실행해 보자. 

$ ~/devstack/stack.sh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30분~1시간 정도 걸리니 잠시 다른 것을 하고 와도 된다. 

 

  



7. 첫 번째 인스턴스 생성하기 

설치를 마쳤으면 로그인을 하고 Dashboard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있

을 것이다. 로그인 ID와 PW는 설치할 때 설정한 localrc 파일에서 이미 설정을 했다.  

 

 

7.1 인스턴스 생성하기 

인스턴스는 좌측 메뉴의 “인스턴스들”이라는 메뉴에서 Launch Instance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

업이 뜨는데 이곳에서 생성할 수 있다. 

 



이번 grizzly의 데쉬보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것은 Networking 탭이다. 기존에는 combo박스로 그냥 선택

하는 것 이였는데 이번 grizzly에서는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 

 

 

인스턴스 생성에 관한 정보를 모두 입력 또는 선택하고 Launch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인스턴스 

목록에서 생성중인 인스턴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성이 완료되면 IP가 할당되고 VNC를 통해 우리가 방금 생성한 인스턴스를 접속할 수 있다. 

 

 



 

 

8. ping을 하려면? 

이제 Ping을 한번 날려보자. Ping이 날아가야 인스턴스에 접속해서 자유롭게 Server를 구축할 수 있지 않

겠는가?  

stack@ubuntu:~/devstack$ ping 10.0.0.3 

PING 10.0.0.3 (10.0.0.3) 56(84) bytes of data. 

 

 

어찌 된 일인지 ping이 날아가지 않는다. Ping이 되도록 하기 위해 Security Groups에서 ping이 되도록 설

정을 해 주어야 한다. Access & Security의 Security Groups에서 default의 Edit Rules를 클릭해서 icmp를 추

가한다. 

 



 

 

위와 같이 추가를 하고 나서 ping을 해보자. 이번에는 ping이 될 것이다. 

stack@ubuntu:~/devstack$ ping -c 3 10.0.0.3 

PING 10.0.0.3 (10.0.0.3) 56(84) bytes of data. 

64 bytes from 10.0.0.3: icmp_req=1 ttl=63 time=79.6 ms 

64 bytes from 10.0.0.3: icmp_req=2 ttl=63 time=0.516 ms 

64 bytes from 10.0.0.3: icmp_req=3 ttl=63 time=0.448 ms 

 

--- 10.0.0.3 ping statistics --- 

3 packets transmitted, 3 received, 0% packet loss, time 2000ms 

rtt min/avg/max/mdev = 0.448/26.863/79.626/37.309 ms 

stack@ubuntu:~/devstack$ 

 

  



9. 인스턴스에 Floating IP 할당하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인스턴스에 할당되어 있는 Fixed IP를 가지고 ping이 되는지

를 테스트해 보았다. Fixed IP는 호스트 내부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할당해 주는 내부 IP로써 호스트 

내부에는 ping이 가능하나 외부에서는 ping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인스턴스에 Floating IP를 

할당하고 외부에서 ping이 되는지 ssh가 되는지를 테스트해보자. 

 

좀 전과 같이 Access & Security 메뉴로 들어가 Floating IPs 탭을 선택한다. 그리고 Allocate IP to Project 

버튼을 클릭해 IP를 하나 할당 받는다. 

 

 

 

 

 



할당 받은 IP는 다시 인스턴스에 매핑을 시켜 줘야 한다. 

 

 

그러면, 인스턴스 목록에 매핑 된 IP 정보가 보일 것이다. 

 

 

이제 다시 ping을 해보자. 아마도 잘 될 것이다. 

stack@ubuntu:~/devstack$ ping -c 3 192.168.174.3 

PING 192.168.174.3 (192.168.174.3) 56(84) bytes of data. 

64 bytes from 192.168.174.3: icmp_req=1 ttl=63 time=59.0 ms 

64 bytes from 192.168.174.3: icmp_req=2 ttl=63 time=1.56 ms 

64 bytes from 192.168.174.3: icmp_req=3 ttl=63 time=0.550 ms 

 

--- 192.168.174.3 ping statistics --- 

3 packets transmitted, 3 received, 0% packet loss, time 2002ms 

rtt min/avg/max/mdev = 0.550/20.381/59.026/27.329 ms 

stack@ubuntu:~/devstack$ 

 



그럼 이번에는 Windows가 설치되어 있는 내 PC에서도 ping이 잘 나갈까? 테스트해보자. 

C:\Users\nalee>ping 192.168.174.3 

 

Ping 192.168.174.3 32바이트 데이터 사용: 

192.168.174.1의 응답: 대상 호스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192.168.174.3에 대한 Ping 통계: 

    패킷: 보냄 = 4, 받음 = 1, 손실 = 3 (75% 손실), 

 

헉~ 이게 웬일인가? Ping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몇 일 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 네트워크 엔

지너어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Network 공부를 해 보기도 했다. 그래도 답이 뭔지 알아내지를 못했

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게 되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다. 

 

10. br-ex 라우터에 포트를 추가해 보자~!! 

나의 목적은 내 호스트 PC에서 Openstack에 생성한 인스턴스로 ping이 나가고 ssh가 되어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은 내 호스트 PC에서 Openstack의 인스턴스로 Ping이 나가

지 않을 것이며, ssh도 당연히 안될 것이다. 이제부터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주겠다. 

사실 이건 우리 오픈스택 커뮤니티의 Whitekid님이라 불리는 분의 블로그를 보다가 해결했으므로, 그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이다. 

 

우선 ovs-vsctl 명령어로 Bridge 현황을 살펴보자. 아무도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stack@ubuntu:~/devstack$ sudo ovs-vsctl show 

62e1c2b8-9cb6-42f0-ad4c-b75128b85aed 

    Bridge br-int 

        Port br-int 

            Interface br-int 

                type: internal 

        Port "tap38e25ed8-77" 

            tag: 1 

            Interface "tap38e25ed8-77" 

                type: internal 

        Port "qr-60e87af4-0b" 

            tag: 1 

            Interface "qr-60e87af4-0b" 

                type: internal 

    Bridge br-ex 



        Port br-ex 

            Interface br-ex 

                type: internal 

        Port "qg-f14ed194-5a" 

            Interface "qg-f14ed194-5a" 

                type: internal 

    ovs_version: "1.4.3" 

 

Bridge br-ex 를 잘 보면 여기에는 물리적 포트로 나가는 부분이 없다.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설정한 eth1 

인터페이스 카드를 Port로 추가해 줄 것이다. 명령어는 아래와 같다. 

$ sudo ovs-vsctl add-port br-ex eth1 

 

위와 같이 port를 추가하고 다시 ovs-vsctl로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이 br-ex에 eth1 이 추가되어 있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stack@ubuntu:~/devstack$ sudo ovs-vsctl show 

62e1c2b8-9cb6-42f0-ad4c-b75128b85aed 

    Bridge br-int 

        Port br-int 

            Interface br-int 

                type: internal 

        Port "tap38e25ed8-77" 

            tag: 1 

            Interface "tap38e25ed8-77" 

                type: internal 

        Port "qr-60e87af4-0b" 

            tag: 1 

            Interface "qr-60e87af4-0b" 

                type: internal 

    Bridge br-ex 

        Port br-ex 

            Interface br-ex 

                type: internal 

        Port "eth1" 

            Interface "eth1" 

        Port "qg-f14ed194-5a" 

            Interface "qg-f14ed194-5a" 

                type: internal 

    ovs_version: "1.4.3" 

 

 



이제부터는 ping도 잘 될 것이고, ssh도 잘 될 것이다. 다시 테스트 해보자 

C:\Users\nalee>ping 192.168.174.3 

 

Ping 192.168.174.3 32바이트 데이터 사용: 

192.168.174.3의 응답: 바이트=32 시간=78ms TTL=63 

192.168.174.3의 응답: 바이트=32 시간=1ms TTL=63 

192.168.174.3의 응답: 바이트=32 시간=3ms TTL=63 

192.168.174.3의 응답: 바이트=32 시간=3ms TTL=63 

 

192.168.174.3에 대한 Ping 통계: 

    패킷: 보냄 = 4, 받음 = 4, 손실 = 0 (0% 손실), 

왕복 시간(밀리초): 

    최소 = 1ms, 최대 = 78ms, 평균 = 21ms 

 

잘 된다. 이번에는 이왕 하는 거 SSH도 연결해 보자. 우선, 연결 전에 Access & Security 에서 SSH가 되도

록 22번 Port를 열어주어야 한다. 아래 그림처럼 말이다.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SSH툴로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에 한번 접속해 보자. 

 

 

 

이렇게 해서 Devstack을 활용하여 내 PC에서 생성한 가상머신에 OpenStack을 설치해 보았다. 

그리고, 설치된 OpenStack을 활용하여 가상 인스턴스도 생성해 보았으며, 내 PC에서 SSH가 잘 되도록 

External Router에 물리 Port를 추가하여 SSH가 되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노하우를 OpenStack Korea Community 회원들과 함께 공유한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Open Source Cloud Project인 OpenStack을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