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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문서는 레드햇에서 권장하는 TripleO를 사용하여 Director라 불리는 Undercloud를 이용하여  오픈스택의 

컨트롤러 노드 1대와 컴퓨트 노드 1대를 테스트베드로 구성할 경우의 설치 메뉴얼입니다.  또한 본 메뉴얼의 

대상자는 TripleO 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오픈스택을 설치하는 분들이나, 오랜만에 설치를 해보는 분들을 위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사전준비	
우선, TripleO를 이용하여 오픈스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서버 또는 사양이 좋은 개인 노트북 또는 컴퓨터 

- 레드햇 7.3 운영체제 및 오픈스택 10 서브스크립션 

- 삽질을 하겠다는 마음가짐. 

 

사전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준비된 서버 또는 개인 노트북에 레드햇 7.3 운영체제를 X윈도우와 함께 설치를 

합니다. 여기서는  KVM을 이용하여 가상서버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심플한 오픈스택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CPU가 가상화를 지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버나 

노트북에 KVM을 설치하여 설치할 준비를 합니다. 

 

본 문서에서 사용된 노드는 총 3대로 KVM을 이용하여 준비해야 할 노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Director  (UnderCloud) : CPU(4core), Memory(8GB), Disk(100GB), Nic 2 

- Controller (OverCloud) : CPU(4core), Memory(6GB), Disk(60GB), Nic 2 

- Compute  (OverCloud) : CPU(4core), Memory(5GB), Disk(60GB), Ni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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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성	
네트워크 이더넷 카드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KVM에서 제공하는 가상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IP 대역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KVM에서 생성한 노드에 연결하여 노트북을 

옮겨도 데모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메뉴얼은 영업이 필요한 세일즈 

엔지니어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 문서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IP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KVM을 이용한 가상 네트워크는 2개가 필요하여 하나는 External 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하나는 

Provisioning용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External은 KVM 하이퍼바이저의 NAT default 네트워크이며, 

Provisioning은 이번 디렉터 설치를 위해 별도로 하나를 더 생성한 네트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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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을	이용한 네트워크 구성	

 

오픈스택을 설치할 서버나 노트북에 레드햇 7.3 서버를 설치하고, KVM과 Virt-Manager를 설치합니다. KVM과 

Virt-Manager 설치는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검색하면 쉽게 설치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조문서 : https://www.linuxtechi.com/install-kvm-hypervisor-on-centos-7-and-rhel-7/ 

 

그럼, 지금부터 KVM을 이용하여 오픈스택에 설치에 필요한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레드햇 바탕화면 좌측 상단의 Applications > System Tools > Virtual Machine Manager를 

클릭합니다.  

 

 

2. Virtual Machine Manger 화면이 열리면 상단의 Edit > Connection Details 메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Connection Details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탭인 Virtual Networks 를 클릭하면 현재 

생성되어 있는 가상 네트워크 정보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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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nection Details > Virtual Networks 탭의 우측 하단에 있는 [+]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새로운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팝업됩니다. 이때 Network Name에 생성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이름을 입력하고 하단의 Forward를 클릭합니다.  

 

 

4. 그러면 아래와 같이 어떤 IP 범위의 네트워크를 생성할지 DHCP를 사용할건지 사용한다고 DHCP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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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IP 범위는 어떻게 가져갈지를 설정하는 화면이 팝업됩니다. 기본으로는 아래와 같이 IP가 입력되어 나타 

나는데, 기본 IP가 아닌 다른 IP를 입력하고 싶다면 IP 대역을 수정하고 하단의 Forward를 클릭합니다 . 

 

 

5. 이번에는 IPv6에 대한 네트워크 정의를 할것인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Skip하고 

넘어갔습니다. 

 
 

6. 물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NAT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KVM 내에서만 사용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을 합니다. NAT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할 경우라면 Forwarding to physical network를 

선택하고, 호스트와 KVM 내에서만 사용할 경우라면 Isolated virtual network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Isolated virtual network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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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inish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가상 네트워크가 추가되면서, 좌측의 생성한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네트워크 상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네트워크를 하나 더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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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을 이용한 가상서버 준비 
가상 네트워크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이번에는 Director를 설치하기 위한 서버를 준비해야 합니다. Director 는 

최소 아래와 같은 사양이 필요하며, Virtual Machine Manager를 이용하면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VCPU : 4 core 

• Memory : 최소 8 GB, 권장 16 GB 

• Disk : 100 GB 

• Network Interface Card : eth0(external)-192.168.122.90, eth1(provisioning)-manual 

 

1. 서버를 생성하기에 앞서 호스트 컴퓨터의 디스크 용량을 먼저 확인합니다. / 디렉토리와 /home 디렉토리의 

용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50GB인 반면 /home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411GB나 됩니다. 

[naleejang@rhel ~]$ df -h 

Filesystem             Size  Used Avail Use% Mounted on 

/dev/mapper/rhel-root   50G   31G   20G  62% / 

devtmpfs                16G     0   16G   0% /dev 

tmpfs                   16G  7.1M   16G   1% /dev/shm 

tmpfs                   16G   26M   16G   1% /run 

tmpfs                   16G     0   16G   0% /sys/fs/cgroup 

/dev/sda1             1014M  200M  815M  20% /boot 

/dev/mapper/rhel-home  411G   85G  327G  21% /home 

tmpfs                  3.1G   28K  3.1G   1% /run/user/0 

tmpfs                  3.1G   40K  3.1G   1% /run/user/1000 

[naleejang@rhel ~]$ 

 

2. 이런 경우에는 KVM을 이용해 기본 Default 디렉토리에 가상 서버를 생성하는 경우 시스템 디렉토리에 

용량이 부족해 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 서버를 생성하는 도중 아래와 같이 / 

디렉토리가 아닌 다른 디렉토리에 생성할 수 있도록 volume를 별도록 생성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Red Hat OpenStack with TripleO 10 (newton) Installation Manual 

3. 좌측 하단의 [+] 버튼을 클릭하여 가상서버 volume를 저장할 디렉토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Volumes 옆의 [+]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storage volume 이름, 포맷,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팝업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Finish]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4. 생성한 볼륨을 선택하고 Choose Storage Volume 창 하단의 [Choose Volume]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기본 Default 디렉토리가 아닌 다른 디렉토리에 V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5. 이번에는 서버 생성을 완료하기 전에 가상 서버의 하드웨어 정보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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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단의 [Add Hardwar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Add New Virtual Hardware 창이 팝업 

됩니다. 이때 좌측 메뉴에서 Network를 선택하고, 앞에서 생성한 가상 네트워크 중 provisioning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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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을 이용한 운영체제 설치시 주의사항 
서버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이번에는 Red Hat 7.3 Server 운영체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운영체제 설치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때 운영체제 설치시 볼륨을 잘 설정하지 않으면, Director를 사용하다가 저장 

공간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볼륨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KVM에서 생성한 

가상서버 역시 KVM을 사용하려면 호스트 컴퓨터에 반드시 Nested-KVM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KVM 설정 방법과 볼륨을 수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 kvm이 nested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트 컴퓨터에 kvm이 설치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sys/module/kvm_intel/parameters/nested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정 값이 

N으로 되어 있다면 Nested KVM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KVM에서 생성한 

가상서버에서 KVM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oot@rhel ~]# cat /sys/module/kvm_intel/parameters/nested  

N 

 

2. Nested KVM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etc/default/grub 

파일의 GRU_CMDLINE_LINUX 라인에 kvm-intel.nested=1을 추가하고 부트로더를 재 로딩하는 방법입니다.  

[root@rhel ~]#  cat /etc/default/grub | grep CMDLINE 

GRUB_CMDLINE_LINUX="rd.lvm.lv=vol0/swapVol rd.md=0 rd.dm=0  KEYTABLE=us quiet rd.lvm.lv=vol0/rootVol rhgb 

rd.luks=0 SYSFONT=latarcyrheb-sun16 LANG=en_US.UTF-8 kvm-intel.nested=1" 

[root@rhel ~]# grub2-mkconfig -o /boot/grub2/grub.cfg 

 

3. 또 다른 하나는 /etc/modprobe.d/kvm-intel.conf 파일에 kvm-intel nested=1을 옵션으로 추가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재부팅을 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oot@rhel ~]#  echo “options kvm-intel nested=1″ | sudo tee /etc/modprobe.d/kvm-intel.conf 
 

 

4. 모듈을 수정한 후 재부팅을 하고 다시 /sys/module/kvm_intel/parameters/nested 파일을 다시 확인하면 

설정 값이 Y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ot@rhel ~]#  cat /sys/module/kvm_intel/parameters/nested  

Y 

 

참조 :: Nested-kvm 설정하기 ::  http://www.rdoxenham.com/?p=275 

 

5. 이번에는 KVM으로 생성한 디렉터 가상서버의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볼륨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Red Hat GPS팀에서 OpenStack을 가장 잘 하시는 이병희 책임님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d Hat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운영체제를 설치할지를 설정하는 Installation 

Destination의 Other Storage Options 섹션의 Partitioning 하단의 “I will configure partitioning”을 

선택하고 상단의 Done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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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면 아래와 같이 Manual Partitioning 창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Click here to 

create them automatically”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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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으로 파티셔닝이 되어 아래와 같이 /home, /boot, /, swap이 나타납니다. 

 
 

8. 이때, /home 을 선택하고, 하단의 [-]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공간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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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러면, 아래와 같이 /home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 를 클릭하고 50 GiB로 되어 있는 Desired Capacity 

입력란에 90 GiB라고 입력하고 우측 하단의 [Update Settings]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용량이 변경된것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좌측 상단의 [Done]을 클릭해 설정창을 빠져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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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러면 아래와 같이 파티셔닝이 어떻게 생성될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단의 [Accept Changes]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티션을 변경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언더클라우드(Undercloud)  
 

드디어 디렉터를 설치할 사전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렉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디렉터를 설치하면서 네트워크 구성과 yaml 파일 설치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래 아주 좋은 레퍼런스 사이트를 참조해서 디렉터를 쉽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미 

여러번 삽질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렉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URL : https://keithtenzer.com/2017/04/20/red-hat-openstack-platform-10-newton-installation-and-

configuration-guide/ 

 

1. 무언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레파지토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레드햇에서는 인증받은 

레파지토리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관리해 주는것이 바로 subscription-manager 입니다. 

Subscription-manager를 통해 등록을 먼저합니다.  

[root@director ~]# subscription-manager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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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이 끝나면 subscription-manager list --available 을 실행하여 사용가능한 subscription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Red Hat OpenStack 10 Platform에 해당하는 서브스크립션의 pool ID를 subscription-

manager attach 명령이를 이용하여 등록합니다. 

[root@director ~]# subscription-manager list --available  

[root@director ~]# subscription-manager attach --pool=*************8 

 

3. 그리고, 등록된 모든 repository를 disable를 시킵니다. 

[root@director ~]# subscription-manager repos --disable=* 

 

4. 그리고, Openstack Director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아래와 같은 레파지토리를 활성화합니다. 

[root@director ~]# subscription-manager repos --enable=rhel-7-server-rpms \ 

--enable=rhel-7-server-extras-rpms \  

--enable=rhel-7-server-rh-common-rpms \  

--enable=rhel-ha-for-rhel-7-server-rpms \  

--enable=rhel-7-server-openstack-10-rpms 

 

5. 레파지토리를 활성화 한후 yum update 명령어를 이용하여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root@director ~]# yum update –y 

 

6.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이번에는 시스템을 재시작합니다. 

[root@director ~]# systemctl reboot 

 

7. 시스템이 재부팅 된후에 yum install 명령어를 이용하여 python-tripleoclient를 설치합니다. 

[root@director ~]# yum install -y python-tripleoclient 

 

8.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etc/hosts를 열어 아래와 같이 디렉터 노드 IP를 director로 시작하는 

도메인을 만들어 넣어 줍니다. 이 부분에서 호스트명과 도메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root@director ~]# vi /etc/hosts  

192.168.122.90 director.lab.com director 

 

9. 이번에는 stack 계정을 추가하고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root@director ~]# useradd stack 

[root@director ~]# passwd stack  # specify a password 

 

10. 그리고, stack 계정에 sudo 권한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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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director ~]# echo "stack ALL=(root) NOPASSWD:ALL" | tee -a /etc/sudoers.d/stack 

[root@director ~]# chmod 0440 /etc/sudoers.d/stack 

 

11. 그리고, 생성된 stack 계정으로 전환을 합니다. 

[root@director ~]# su – stack 

[stack@director ~]$ 

 

12. 이번에는 images 디렉터리를 생성합니다. 

[stack@director ~]$ mkdir ~/images 

 

13. templates 디렉토리도 생성합니다. 

[stack@director ~]$ mkdir ~/templates 

 

14. 이번에는 undercloud를 설치하기 위한, undercloud.conf 파일 샘플을 /usr/share/instack-undercloud/under 

cloud.conf.sample을 홈디렉토리로 복사해 옵니다. 

[stack@director ~]$ cp /usr/share/instack-undercloud/undercloud.conf.sample  ~/undercloud.conf 

 

15. 복사가 끝나면 이번에는 undercloud.conf 파일의 환경설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provisioining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설정을 합니다. 

[stack@director ~]$ vi ~/undercloud.conf 

[DEFAULT] 

local_ip = 192.168.126.1/24  #프로비저닝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역으로 local_ip를 설정합니다. 

undercloud_public_vip = 192.168.126.2  #디렉터의 Public API용 IP입니다. 

undercloud_admin_vip = 192.168.126.3  #디렉터의 Admin API용 IP 입니다. 

local_interface = eth1  # 프로비저닝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를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eth1이 해당합니다. 

masquerade_network = 192.168.126.0/24  # 외부 엑세스를 위해 가정할 네트워크 대역을 설정합니다.  

dhcp_start = 192.168.126.100  # DHCP로 IP를 설정 할 시작 IP입니다. 

dhcp_end = 192.168.126.120  # DHCP로 IP를 설정 할 종료 IP 입니다. 

network_cidr = 192.168.126.0/24  # 프로비저닝 IP 대역을 입력합니다.  

network_gateway = 192.168.126.1  # 프로비저닝 IP 대역의 게이트웨이를 입력합니다. 

inspection_iprange = 192.168.126.130,192.168.126.150  # 오버클라우드 노드 검증을 위한 IP 범위를 설정합니다. 

generate_service_certificate = true  # 디렉터용 웹 인터페이스에서 https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certificate_generation_ca = local  # https를 사용할 때 사용할 인증서 생성 위치를 설정합니다. 

 

16. Undercloud.conf 파일 설정이 완료되면 openstack undercloud install를 실행하여 undercloud를 설치 

합니다. 

[stack@director ~]$ openstack undercloud inst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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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cloud install complete. 

The file containing this installation's passwords is at 

 /home/stack/undercloud-passwords.conf. 

There is also a stackrc file at /home/stack/stackrc. 

These files are needed to interact with the OpenStack services, and should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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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설치가 완료되면 stackrc를 임포트합니다. 

[stack@director ~]$ source stackrc 

 

18. 그리고, 오버클라우드용 이미지를 오버 클라우드용 이미지로 등록하기 위하여 아래 rhosp-direcgor-

images와 rhosp-director-images-ipa를 설치합니다. 

[stack@director ~]$ sudo yum install -y rhosp-director-images rhosp-director-images-ipa 

 

19. 설치가 완료되면 앞에서 이미 생성해 둔 images 디렉토리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tar로 된 

이미지 파일들을 풀어줍니다. 

[stack@director ~]$ cd ~/images  

[stack@director images]$ for i in \ 

/usr/share/rhosp-director-images/overcloud-full-latest-10.0.tar \ 

/usr/share/rhosp-director-images/ironic-python-agent-latest-10.0.tar; \ 

do tar -xvf $i; done 

 

20. 풀린 이미지 파일들은 아래와 같이 openstack overcloud image upload 명령어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업로드 합니다. 

[stack@director images]$ openstack overcloud image upload --image-path /home/stack/images/ 

 

21. 이번에는 neutron subnet-list 명령어를 이용하여 서브넷 목록을 확인합니다. 

[stack@director ~]$ neutron subnet-list 

+--------------------------------------+------+------------------+--------------------------------------------------------+ 

| id | name | cidr | allocation_pools | 

+--------------------------------------+------+------------------+--------------------------------------------------------+ 

| 294ff536-dc8b-49a3-8327-62d9792d30a6 | | 192.168.126.0/24 | {"start": "192.168.126.100", "end": "192.168.126.200"} | 

+--------------------------------------+------+------------------+--------------------------------------------------------+ 

 

22. 그리고, 확인된 서브넷에 dns-nameserver를 아래와 같이 설정해 줍니다. 

[stack@director ~]$ neutron subnet-update 294ff536-dc8b-49a3-8327-62d9792d30a6 --dns-nameserver 8.8.8.8 

 

23. 이번에는 호스트 서버로 가서 오픈스택을 설치할 컨트롤러 노드와 컴퓨트 노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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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테스트 몇번 하다가 보면 에러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호스트 

서버의 사양이 여유가 있다면 메모리를 조금 여유있게 잡아주면 좋습니다.  우선 어디에다가 가상서버를 

만들지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root@rhel ~]# cd /home/naleejang/VM 

 

24. 그리고, qemu-img create 명령어를 이용하여 오버클라우드 노드를 설치할 이미지 2개 만들어 줍니다. 

[root@rhel VM]# sudo for i in {1..2}; do qemu-img create -f qcow2 -o preallocation=metadata overcloud-

node0$i.qcow2 60G; done 

 

25.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virt-install 명령어를 이용하여 오버클라우드 가상 서버 2개를 생성합니다. 

[root@rhel VM]# sudo for i in {1..2}; \ 

do virt-install --ram 8192 --vcpus 4 --os-variant rhel7 \ 

--disk path=/home/naleejang/VM/overcloud-node0$i.qcow2,device=disk,bus=virtio,format=qcow2 \ 

--noautoconsole --vnc \ 

--network network:provisioning \ 

--network network:external \ 

--name overcloud-node$i \ 

--cpu host \ 

--dry-run \ 

--print-xml > /tmp/overcloud-node0$i.xml; virsh define --file /tmp/overcloud-node0$i.xml; \ 

done 

 

26. 그리고, 디렉터 노드에서 호스트 서버로 SSH 접속을 하기 위해 디렉터 노드의 ssh 공개키를 호스트 서버로 

복사를 합니다.  

[stack@director ~]$ ssh-copy-id -i ~/.ssh/id_rsa.pub root@192.168.122.1 

 

27. 이제 패스워드 없이도 호스트 서버에 연결이 가능하니 이번에는 virsh 명령어를 이용하여 호스트 컴퓨트의 

KVM에 생성된 오버클라우드 노드의 네트워크 MAC 번호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for 문을 

이용하면 여러 노드의 MAC을 한번에 추출할 수 있습니다. 

[stack@director ~]$ for i in {1..2}; \ 

do virsh -c qemu+ssh://root@192.168.122.1/system domiflist overcloud-node0$i \ 

| awk '$3 == "provisioning" {print $5};'; done > /tmp/nodes.txt 

 

28. 추출한 MAC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추출이 되었습니다.  

[stack@director ~]$ cat /tmp/nodes.txt  

52:54:00:7e:d8:01 

52:54:00:f6:a6:73 

 

29. 이번에는 오버클라우드 노드를 등록하기 위한 instackenv.json 파일을 만들어보겠습니다. PXE를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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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하고 다른 부분은 많이 없으나, 2% 때문에 삽질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 깊에 보고, 아래와 같이 jq 를 

이용하여 json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instackenv.json 파일에 ssh를 위한 public key가 파일내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stack@director ~]$ jq . << EOF > ~/instackenv.json 

{ 

  "ssh-user": "root", 

  "ssh-key": "$(cat ~/.ssh/id_rsa)", 

  "power_manager": "nova.virt.baremetal.virtual_power_driver.VirtualPowerManager", 

  "host-ip": "192.168.122.1", 

  "arch": "x86_64", 

  "nodes": [ 

    { 

      "name": "overcloud-node01" 

      "pm_addr": "192.168.122.1", 

      "pm_password": "$(cat ~/.ssh/id_rsa)", 

      "pm_type": "pxe_ssh", 

      "mac": [ 

        "$(sed -n 1p /tmp/nodes.txt)" 

      ], 

      "cpu": "4", 

      "memory": "8192", 

      "disk": "60", 

      "arch": "x86_64", 

      "pm_user": "root" 

    }, 

    { 

      "name": "overcloud-node02" 

      "pm_addr": "192.168.122.1", 

      "pm_password": "$(cat ~/.ssh/id_rsa)", 

      "pm_type": "pxe_ssh", 

     "mac": [ 

        "$(sed -n 2p /tmp/nodes.txt)" 

      ], 

      "cpu": "4", 

      "memory": "8192", 

      "disk": "60", 

      "arch": "x86_64", 

      "pm_user": "root" 

    } 

]  

}  

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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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앞에서 생성한 instackenv.json파일을 이용하여 오버클라우드 노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openstack 

baremetal import 명령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오버클라우드 노드를 등록합니다. 

[stack@director ~]$ openstack baremetal import --json ~/instackenv.json 

 

31. 그리고, 등록한 오버클라우드 노드를 boot 모드로 설정합니다. 

[stack@director ~]$ openstack baremetal configure boot 

 

32. 오버클라우드 노드들이 잘 등록이 되었는지 openstack baremetal node list 명령어를 통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stack@director ~]$ openstack baremetal node list 

+--------------------------------------+------+---------------+-------------+--------------------+-------------+ 

 | UUID | Name | Instance UUID | Power State | Provisioning State | Maintenance | 

 +--------------------------------------+------+---------------+-------------+--------------------+-------------+ 

 | ea61b158-9cbd-46d2-93e9-eadaccb1589b | overcloud-node01 | None | power off | available | False | 

 | 11aaf849-361e-4bda-81f5-74c245f554af | overcloud-node02 | None | power off | available | False | 

+--------------------------------------+------+---------------+-------------+--------------------+-------------+ 

 

33. 이번에는 오버클라우드 노드들의 상태를 manageable로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openstack baremetal node 

manage [node UUID] 명령어를 이용하면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아래와 같이 for문을 이용하면 일일이 

overcloud node UUID를 복사하여 붙여넣는 번거러움을 없앨수 있습니다.  

[stack@director ~]$ for node in $(openstack baremetal node list -c UUID -f value) ; \ 

do openstack baremetal node manage $node ; done 

 

34. 상태가 제대로 변경되었는지 openstack baremetal node list 명령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stack@director ~]$ openstack baremetal node list 

 +--------------------------------------+------+---------------+-------------+--------------------+-------------+ 

 | UUID | Name | Instance UUID | Power State | Provisioning State | Maintenance | 

 +--------------------------------------+------+---------------+-------------+--------------------+-------------+ 

 | ea61b158-9cbd-46d2-93e9-eadaccb1589b | overcloud-node01 | None | power off | manageable | False | 

 | 11aaf849-361e-4bda-81f5-74c245f554af | overcloud-node02 | None | power off | manageable | False | 

+--------------------------------------+------+---------------+-------------+--------------------+-------------+ 

 

35. 이번에는 manageable로 설정된 오버클라우드 노드들을 introspect 를 통해 사전 점검을 수행합니다. 사전 

점검때는 디렉터에서 오버클라우드 노드들을 부팅하고 네트워크 IP 할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를 

점검합니다. 그러므로, 노드 수에 따라 수분에서 수십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stack@director ~]$ openstack overcloud node introspect --all-manageable –provide 

 

36. 사전점검이 끝나면 이번에는 오버클라우드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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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노드로 사용할 것인지 컴퓨트 노드로 사용할 것인지를 속성에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는 

overcloud-node01은 컨트롤러 노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stack@director ~]$ openstack baremetal node set \ 

--property capabilities='profile:control,boot_option:local' \ 

0e30226f-f208-41d3-9780-15fa5fdabbde 

 

37. overcloud-node02는 컴퓨트 노드로 설정을 했습니다. 

[stack@director ~]$ openstack baremetal node set \ 

--property capabilities='profile:compute,boot_option:local' \ 

cd3e3422-e7db-45c7-9645-858503a2cdc8 

 

38. 오버클라우드의 역할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openstack overcloud profiles list 명령어를 통해 확인합니다. 

[stack@director ~]$ openstack overcloud profiles list 

+--------------------------------------+-----------+-----------------+-----------------+-------------------+  

| Node UUID | Node Name | Provision State | Current Profile | Possible Profiles |  

+--------------------------------------+-----------+-----------------+-----------------+-------------------+  

| 0e30226f-f208-41d3-9780-15fa5fdabbde | overcloud-node01 | available | control | |  

| cd3e3422-e7db-45c7-9645-858503a2cdc8 | overcloud-node02 | available | compute | |  

+--------------------------------------+-----------+-----------------+-----------------+-------------------+ 

 

오버클라우드(Overcloud)  
 

이렇게해서, 오버클라우드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버클라우드의 각 

노드들의 환경을 설정할 템플릿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템플릿 파일은 샘플도 존재하고, ktenzer 

이라는 레드햇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자신이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heat-template를 공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heat-template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을 했습니다. 

 

39. Git clone 명령어를 이용해 openstack-heat-templates.git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stack@director ~]$ git clone https://github.com/ktenzer/openstack-heat-templates.git 

 

40.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템플리트 파일을 앞에서 미리 생성해 둔 templates 디렉토리에 아래와 같이 복사를 

해 옵니다. 

[stack@director ~]$ cp ~/openstack-heat-templates/director/lab/osp10/templates/* ~/templates 

 

41. 복사한 templates 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은 파일들이 복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network-environment.yaml 파일과 nic-configs 디렉토리 안의 yaml 파일을 수정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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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director ~]$ ls ~/templates 

firstboot-config.yaml  low-memory-usage.yaml  nic-configs 

firstboot-environment.yaml          network    overcloudrc 

firstboot-setup.sh  network-environment.yaml tempest-deployer-input.conf 

 
 

42. 우선, network-environment.yaml 열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앞에서 그렸던 

네트워크 구성도에 맞게 설정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을 

설계할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yaml 파일을 작업할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stack@director ~]$ cd templates 

[stack@director templates]$ cat network-environment.yaml  

resource_registry: 

 OS::TripleO::BlockStorage::Net::SoftwareConfig: /home/stack/templates/nic-configs/cinder-storage.yaml 

 OS::TripleO::Compute::Net::SoftwareConfig: /home/stack/templates/nic-configs/compute.yaml 

 OS::TripleO::Controller::Net::SoftwareConfig: /home/stack/templates/nic-configs/controller.yaml 

 OS::TripleO::ObjectStorage::Net::SoftwareConfig: /home/stack/templates/nic-configs/swift-storage.yaml 

 

parameter_defaults: 

 

 # The IP address of the EC2 metadata server. Generally the IP of the Undercloud 

 EC2MetadataIp: 192.168.126.1 

 # Gateway router for the provisioning network (or Undercloud IP) 

 ControlPlaneDefaultRoute: 192.168.126.254 

 # https://bugzilla.redhat.com/show_bug.cgi?id=1328149 

 ControlPlaneSubnetCidr: '24' 

 DnsServers: ["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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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lApiNetCidr: 172.16.0.0/24 

 TenantNetCidr: 172.17.0.0/24 

 StorageNetCidr: 172.18.0.0/24 

 StorageMgmtNetCidr: 172.19.0.0/24 

 ExternalNetCidr: 192.168.122.0/24 

 

 # Leave room for floating IPs in the External allocation pool 

 ExternalAllocationPools: [{'start': '192.168.122.101', 'end': '192.168.122.200'}] 

 InternalApiAllocationPools: [{'start': '172.16.0.10', 'end': '172.16.0.200'}] 

 TenantAllocationPools: [{'start': '172.17.0.10', 'end': '172.17.0.200'}] 

 StorageAllocationPools: [{'start': '172.18.0.10', 'end': '172.18.0.200'}] 

 StorageMgmtAllocationPools: [{'start': '172.19.0.10', 'end': '172.19.0.200'}] 

 

 InternalApiNetworkVlanID: 201 

 StorageNetworkVlanID: 202 

 StorageMgmtNetworkVlanID: 203 

 TenantNetworkVlanID: 204 

 

 # ExternalNetworkVlanID: 100 

 # Set to the router gateway on the external network 

 ExternalInterfaceDefaultRoute: 192.168.122.1 

 # Set to "br-ex" if using floating IPs on native VLAN on bridge br-ex 

 NeutronExternalNetworkBridge: "br-ex" 

 NeutronTunnelTypes: 'vxlan' 

 

43. 이번에는 ~/templates 디렉토리 밑에 nic-configs로 가서 controller.yaml파일을 열어 컨트롤러 노드에 

구성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설정합니다. 거의 위부분은 그대로 두고 하단의 resource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stack@director templates]$ cd nic-configs 

[stack@director nic-configs]$ cat controller.yaml 

heat_template_version: 2015-04-30 

 

description: > 

  Software Config to drive os-net-config with 2 bonded nics on a bridge 

  with VLANs attached for the controller role. 

 

parameters: 

  ControlPlaneIp: 

    default: '' 

    description: IP address/subnet on the ctlplane network 

    type: string 

  ExternalIpS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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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 '' 

    description: IP address/subnet on the external network 

    type: string 

  InternalApiIpSubnet: 

    default: '' 

    description: IP address/subnet on the internal API network 

    type: string 

  StorageIpSubnet: 

    default: '' 

    description: IP address/subnet on the storage network 

    type: string 

  StorageMgmtIpSubnet: 

    default: '' 

    description: IP address/subnet on the storage mgmt network 

    type: string 

  TenantIpSubnet: 

    default: '' 

    description: IP address/subnet on the tenant network 

    type: string 

  ManagementIpSubnet: # Only populated when including environments/network-management.yaml 

    default: '' 

    description: IP address/subnet on the management network 

    type: string 

  BondInterfaceOvsOptions: 

    default: 'bond_mode=active-backup' 

    description: The ovs_options string for the bond interface. Set things like 

                 lacp=active and/or bond_mode=balance-slb using this option. 

    type: string 

  ExternalNetworkVlanID: 

    default: 10 

    description: Vlan ID for the external network traffic. 

    type: number 

  InternalApiNetworkVlanID: 

    default: 201 

    description: Vlan ID for the internal_api network traffic. 

    type: number 

  StorageNetworkVlanID: 

    default: 202 

    description: Vlan ID for the storage network traffic. 

    type: number 

  StorageMgmtNetworkVlanID: 

    default: 203 

    description: Vlan ID for the storage mgmt network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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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number 

  TenantNetworkVlanID: 

    default: 204 

    description: Vlan ID for the tenant network traffic. 

    type: number 

  ManagementNetworkVlanID: 

    default: 60 

    description: Vlan ID for the management network traffic. 

    type: number 

  ExternalInterfaceDefaultRoute: 

    default: '192.168.122.1' 

    description: default route for the external network 

    type: string 

  ControlPlaneSubnetCidr: # Override this via parameter_defaults 

    default: '24' 

    description: The subnet CIDR of the control plane network. 

    type: string 

  DnsServers: # Override this via parameter_defaults 

    default: [] 

    description: A list of DNS servers (2 max for some implementations) that will be added to resolv.conf. 

    type: comma_delimited_list 

  EC2MetadataIp: # Override this via parameter_defaults 

    description: The IP address of the EC2 metadata server. 

    type: string 

 

resources: 

  OsNetConfigImpl: 

    type: OS::Heat::StructuredConfig 

    properties: 

      group: os-apply-config 

      config: 

        os_net_config: 

          network_config: 

            - 

              type: ovs_bridge 

              name: br-ctlplane 

              use_dhcp: false 

              dns_servers: {get_param: DnsServers} 

              addresses: 

                - 

                  ip_netmask: 

                    list_jo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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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et_param: ControlPlaneIp} 

                        - {get_param: ControlPlaneSubnetCidr} 

              routes: 

                - 

                  ip_netmask: 169.254.169.254/32 

                  next_hop: {get_param: EC2MetadataIp} 

              members: 

                - 

                  type: interface 

                  name: eth0 

                  primary: true 

                - 

                  type: vlan 

                  vlan_id: {get_param: InternalApiNetworkVlanID} 

                  addresses: 

                    - 

                      ip_netmask: {get_param: InternalApiIpSubnet} 

                - 

                  type: vlan 

                  vlan_id: {get_param: StorageNetworkVlanID} 

                  addresses: 

                    - 

                      ip_netmask: {get_param: StorageIpSubnet} 

                - 

                  type: vlan 

                  vlan_id: {get_param: StorageMgmtNetworkVlanID} 

                  addresses: 

                    - 

                      ip_netmask: {get_param: StorageMgmtIpSubnet} 

                - 

                  type: vlan 

                  vlan_id: {get_param: TenantNetworkVlanID} 

                  addresses: 

                    - 

                      ip_netmask: {get_param: TenantIpSubnet} 

            - 

              type: ovs_bridge 

              name: br-ex 

              use_dhcp: false 

              dns_servers: {get_param: DnsServers} 

              addresses: 

                - 

                  ip_netmask: {get_param: ExternalIpS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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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es: 

                - 

                  next_hop: {get_param: ExternalInterfaceDefaultRoute} 

                  default: true 

              members: 

                - 

                  type: interface 

                  name: eth1 

                  primary: true 

 

outputs: 

  OS::stack_id: 

    description: The OsNetConfigImpl resource. 

    value: {get_resource: OsNetConfigImpl} 

 

44. 이번에는 compute.yaml 파일을 열어 controller.yaml 파일에서 작업했던 것처럼 수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윗부분은 그대로 두고 하단의 resource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stack@director nic-configs]$ cat compute.yaml 

heat_template_version: 2015-04-30 

 

description: > 

  Software Config to drive os-net-config with 2 bonded nics on a bridge 

  with VLANs attached for the compute role. 

 

parameters: 

  ControlPlaneIp: 

    default: '' 

    description: IP address/subnet on the ctlplane network 

    type: string 

  ExternalIpSubnet: 

    default: '' 

    description: IP address/subnet on the external network 

    type: string 

  InternalApiIpSubnet: 

    default: '' 

    description: IP address/subnet on the internal API network 

    type: string 

  StorageIpSubnet: 

    default: '' 

    description: IP address/subnet on the storage network 

    type: string 

  StorageMgmtIpSubnet: 



 
 
Red Hat OpenStack with TripleO 10 (newton) Installation Manual 

    default: '' 

    description: IP address/subnet on the storage mgmt network 

    type: string 

  TenantIpSubnet: 

    default: '' 

    description: IP address/subnet on the tenant network 

    type: string 

  ManagementIpSubnet: # Only populated when including environments/network-management.yaml 

    default: '' 

    description: IP address/subnet on the management network 

    type: string 

  BondInterfaceOvsOptions: 

    default: '' 

    description: The ovs_options string for the bond interface. Set things like 

                 lacp=active and/or bond_mode=balance-slb using this option. 

    type: string 

  InternalApiNetworkVlanID: 

    default: 201 

    description: Vlan ID for the internal_api network traffic. 

    type: number 

  StorageNetworkVlanID: 

    default: 202 

    description: Vlan ID for the storage network traffic. 

    type: number 

  TenantNetworkVlanID: 

    default: 204 

    description: Vlan ID for the tenant network traffic. 

    type: number 

  ManagementNetworkVlanID: 

    default: 60 

    description: Vlan ID for the management network traffic. 

    type: number 

  ControlPlaneSubnetCidr: # Override this via parameter_defaults 

    default: '24' 

    description: The subnet CIDR of the control plane network. 

    type: string 

  ControlPlaneDefaultRoute: # Override this via parameter_defaults 

    description: The default route of the control plane network. 

    type: string 

  DnsServers: # Override this via parameter_defaults 

    default: [] 

    description: A list of DNS servers (2 max for some implementations) that will be added to resolv.conf. 

    type: comma_delimited_list 



 
 
Red Hat OpenStack with TripleO 10 (newton) Installation Manual 

  EC2MetadataIp: # Override this via parameter_defaults 

    description: The IP address of the EC2 metadata server. 

    type: string 

 

resources: 

  OsNetConfigImpl: 

    type: OS::Heat::StructuredConfig 

    properties: 

      group: os-apply-config 

      config: 

        os_net_config: 

          network_config: 

            - 

              type: ovs_bridge 

              name: br-ctlplane 

              use_dhcp: false 

              dns_servers: {get_param: DnsServers} 

              addresses: 

                - 

                  ip_netmask: 

                    list_join: 

                      - '/' 

                      - - {get_param: ControlPlaneIp} 

                        - {get_param: ControlPlaneSubnetCidr} 

              routes: 

                - 

                  ip_netmask: 169.254.169.254/32 

                  next_hop: {get_param: EC2MetadataIp} 

                - 

                  default: true 

                  next_hop: {get_param: ControlPlaneDefaultRoute} 

              members: 

                - 

                  type: interface 

                  name: eth0 

                  primary: true 

                - 

                  type: vlan 

                  vlan_id: {get_param: InternalApiNetworkVlanID} 

                  addresses: 

                    - 

                      ip_netmask: {get_param: InternalApiIpSub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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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vlan 

                  vlan_id: {get_param: StorageNetworkVlanID} 

                  addresses: 

                    - 

                      ip_netmask: {get_param: StorageIpSubnet} 

                - 

                  type: vlan 

                  vlan_id: {get_param: TenantNetworkVlanID} 

                  addresses: 

                    - 

                      ip_netmask: {get_param: TenantIpSubnet} 

                # Uncomment when including environments/network-management.yaml 

                #- 

                #  type: vlan 

                #  device: bond1 

                #  vlan_id: {get_param: ManagementNetworkVlanID} 

                #  addresses: 

                #    - 

                #      ip_netmask: {get_param: ManagementIpSubnet} 

 

outputs: 

  OS::stack_id: 

    description: The OsNetConfigImpl resource. 

    value: {get_resource: OsNetConfigImpl} 

 

45.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오버클라우드를 아래와 같은 명령어로 설치해보겠습니다. 설치하는 과정 한 단계 한 

단계가 2~3분 정도 소요되며, 오래동안 넘어가지 않는 부분은 설정파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정지를 

하고 설정 파일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stack@director ~]$ openstack overcloud deploy --templates \ 

-e /usr/share/openstack-tripleo-heat-templates/environments/network-isolation.yaml \ 

-e ~/templates/network-environment.yaml \  

-e /usr/share/openstack-tripleo-heat-templates/environments/low-memory-usage.yaml \  

-e ~/templates/firstboot-environment.yaml --control-scale 1 \  

--compute-scale 1 --control-flavor control \  

--compute-flavor compute --ntp-server pool.ntp.org \  

--neutron-network-type vxlan --neutron-tunnel-types vxlan 

… 

2017-04-12 14:46:11Z [overcloud.AllNodesDeploySteps]: CREATE_COMPLETE Stack CREATE completed successfully 

2017-04-12 14:46:12Z [overcloud.AllNodesDeploySteps]: CREATE_COMPLETE state changed 

2017-04-12 14:46:12Z [overcloud]: CREATE_COMPLETE Stack CREATE completed successfully 

 

Stack overcloud CREATE_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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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d Mistral Workflow. Execution ID: 000ecec3-46aa-4e3f-96d9-8a240d34d6aa 

/home/stack/.ssh/known_hosts updated. 

Original contents retained as /home/stack/.ssh/known_hosts.old 

Overcloud Endpoint: http://192.168.122.105:5000/v2.0 

Overcloud Deployed 

 

46. 설치가 완료된 후 nova list 명령어를 통해 컨트롤러 노드와 컴퓨트 노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tack@director ~]$ nova list 

+--------------------------------------+------------------------+--------+------------+-------------+--------------------------+ 

| ID | Name | Status | Task State | Power State | Networks | 

+--------------------------------------+------------------------+--------+------------+-------------+--------------------------+ 

| 1e286764-9334-4ecd-9baf-e37a49a4fbd5 | overcloud-compute-0 | ACTIVE | - | Running | ctlplane=192.168.126.106 | 

| a21a14f5-94df-4a3a-8629-ba8d851525ff | overcloud-controller-0 | ACTIVE | - | Running | ctlplane=192.168.126.105 | 

+--------------------------------------+------------------------+--------+------------+-------------+--------------------------+ 

 

47. 그러면 heat-admin을 통해 해당 노드로 ssh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stack@director ~]$ ssh heat-admin@192.168.126.105 

 

48. 브라우저를 열어 컨트롤러의 IP주소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RED HAT OPENSTACK PLATFORM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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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디렉터에 생성된 overcloudrc에서 ID와 PW를 확인하여 로그인을 하면 아래과 같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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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해서 Director를 이용하여 RED HAT OPENSTACK 10(NEWTON) 버전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상황이 발생하였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 부분이였습니다. 네트워크 

설계와 설정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오픈스택 설치는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는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블록 스토리지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Cinder에서 사용할 블록 스토리지가 컨트롤러 노드에 블록 디바이스로 해서 LVM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드가 재부팅이 되면 다시 올라오지 않아서, 오픈스택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디에서 설정하면 되는데 템플릿을 여러 yaml파일들을 살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공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