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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정보

VMware Integrated OpenStack 사용자 가이드는 인스턴스, 볼륨, 스냅샷, 이미지 및 네트워크를 생
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VMware Integrated OpenStack에서
VMware Integrated OpenStack 클라우드 최종 사용자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VMware Integrated OpenStack 클라우드 최종 사용자는 관리자가 설정하는 제한 내에서 고유한 리
소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이 가이드는 VMware® vSphere®와 완전히 통합된 OpenStack 배포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려는 클라우드 사용자용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OpenStack 구성 요소 및 기능을 숙지해야 합니
다.

VMware 기술 자료 용어집
VMware 기술 자료에서는 새로운 용어를 정리한 용어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Mware 기술 설명서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려면 http://www.vmware.com/support/pubs로 이동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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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정보

이 VMware Integrated OpenStack 사용자 가이드는 제품이 릴리스될 때마다 또는 필요 시 업데이트
됩니다.

이 표에는 VMware Integrated OpenStack 사용자 가이드의 업데이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 설명

001680-02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버전 2.0용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부분적 개정 및 업데이트된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001680-01 n “CLI를 사용하여 이미지 서비스에 이미지 업로드,”(12 페이지)에서 오래된 단계를 제거했습
니다. 업로드하기 전에 더 이상 토큰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n 부분적 개정이 있습니다.

001680-00 최초 릴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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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를 통해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배포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 컨트롤에 액세스합니다. 이 대시보드에서는 기타 태스크 중에 인스턴스, 이미지, 사용자
계정 및 볼륨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로그인하려면 OpenStack 운영자로부터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대한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vSphere에서
VMware Integrated OpenStack을 배포할 때 생성되는 공용 가상 IP입니다.

필수 조건

n 관리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JavaScript 및 쿠키가 사용되는 브라우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브라우저 창에서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대한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로
이동합니다.

URL에 처음 액세스하면 인증서 경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바이패스하려면 인증서를 확
인하거나 예외를 추가합니다.

2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3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로그인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탭이 나타나고 기본 개요 페이지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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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개요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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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관리 2
OpenStack 컨텍스트에서 이미지는 VM에 운영 체제를 설치할 수 있는 가상 디스크가 포함된 파일입니
다. 사용 가능한 이미지 중 하나를 사용하여 OpenStack 클라우드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VMware Integrated OpenStack 이미지 서비스 구성 요소는 ISO, OVA 및 VMDK 형식으로 패키
지된 이미지를 지원합니다.

OpenStack에서 사용하려는 vSphere에 기존 이미지가 있는 경우 지원되는 형식 중 하나로 이러한 이
미지를 내보내고 이미지 서비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형식 중 하나가 아닌 이미지를 가져오
는 경우 이 이미지를 vSphere로 가져와서 다시 패키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이미지 서비스에 이미지 업로드,”(11 페이지)

n “CLI를 사용하여 이미지 서비스에 이미지 업로드,”(12 페이지)

n “이미지 설정 수정,”(13 페이지)

n “기존 이미지 삭제,”(13 페이지)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이미지 서비스에 이미지 업로드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서 직접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이미지가 ISO, VMDK 또는 OVA 형식으로 패키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4 이미지 페이지에서 이미지 생성을 클릭합니다.

5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옵션 작업

이름 새 이미지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선택 사항) 새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미지 소스 이미지 소스를 선택합니다.

디스크 포맷 디스크 포맷을 선택합니다.

디스크 유형 디스크 유형을 선택합니다.

어댑터 유형 어댑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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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작업

아키텍처 기본값을 수락합니다.

OS 유형 운영 체제 유형을 선택합니다.

최소 디스크(GB) 이미지의 최소 디스크 크기를 GB 단위로 지정합니다.

최소 RAM(GB) 이미지의 최소 RAM을 지정합니다.

공용 이미지가 표시되고 모든 테넌트에 사용 가능하게 만들려면 선택합니다.

보호됨 이미지가 삭제되지 않게 하려면 선택합니다.
 

6 이미지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제 이미지 페이지에는 새로 추가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제 OpenStack 인스턴스에서 배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CLI를 사용하여 이미지 서비스에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서비스 데이터스토어에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이미지를 인스턴스에서 사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
니다.

지원되는 각 VMDK 디스크 유형에는 특정 vmware_disktype 속성이 필요합니다.

vmware_disktype 속성 설명

스파스 단일 스파스

씬 VMFS 플랫, 씬 프로비저닝됨

사전 할당됨(기본값) VMFS 플랫, 씩 또는 zeroedthick 또는 eagerzeroedthick

streamOptimized 단일 스파스,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소의 계산 비용으로, 이 형식으로 그리
고 이 형식에서 동적으로 디스크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n 하나 이상의 이미지 서비스 데이터스토어를 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n ISO 이미지(예: ubuntuLTS-sparse.vmdk)를 가져옵니다.

프로시저

1 관리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 OpenStack 관리 클러스터에 로그인하여 이미지 서비스 구성 요소에 이
미지를 업로드합니다.

2 Glance 명령을 실행하여 이미지를 가져오고 정의하고 업로드합니다.

glance  --os-auth-token $token --os-image-url http://123.456.7.8:9292 \

            image-create name="ubuntu-sparse" disk_format=vmdk \

            container_format=bare is_public=true \

            --property vmware_disktype="sparse" \

            --property vmware_ostype="ubuntu64Guest" < ubuntuLTS-sparse.vmdk

이 예제에 사용된 매개 변수와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개 변수 또는 설정 설명

--os-image-url
http://123.456.7.8:9292

소스 이미지의 URL을 지정합니다.

ubuntu-sparse 소스 이미지의 이름입니다.

disk_format=vmdk 소스 이미지의 디스크 형식입니다.

VMware Integrated OpenStack 사용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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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또는 설정 설명

is_public=true OpenStack의 이미지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설정입니다. true로 설정
하면 모든 사용자가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lse로 설정하면 현재
사용자만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buntuLTS-sparse.vmdk 이미지 서비스에 로드된 후 이미지 파일의 이름입니다.

3 (선택 사항) 계산 구성 요소에서 업로드를 확인합니다.

$ nova image-list

이 명령은 업로드된 모든 이미지 목록을 반환합니다.

이미지 설정 수정
이미지가 로드된 후, 이미지 이름, 설명 및 공용과 보호 설정 등 이미지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4 편집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5 작업 열에서 자세히 >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6 필요한 대로 설정을 수정합니다.

7 이미지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변경된 정보로 이미지 페이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기존 이미지 삭제
이미지 삭제는 영구적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지를 삭제하려면 관리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4 삭제할 이미지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5 이미지 삭제를 클릭합니다.

6 프롬프트에서 삭제를 확인합니다.

2장 이미지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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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 및 보안 구성 3
인스턴스를 시작하기 전에 액세스 및 보안 설정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SSH 액세스 및
ICMP 액세스는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안 그룹 사용자가 ping하고 SSH를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보안 그룹은 네트워킹 액세스를 정의하는 IP 필터 규칙 집합이며 프로젝트
의 모든 인스턴스에 적용됩니다.

키 쌍 시작될 때 인스턴스에 주입되는 SSH 자격 증명입니다. 키 쌍 주입을 사용
하려면 인스턴스가 기반으로 하는 이미지에 클라우드 초기화 패키지가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프로젝트에는 하나 이상의 키 쌍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 도구로 키 쌍을 생성한 경우 OpenStack에 이 키 쌍을 가져올 수 있
습니다. 프로젝트에 속하는 여러 인스턴스에 대해 이 키 쌍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부동 IP OpenStack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경우 이 인스턴스에 네트워크의 고
정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인스턴스가 종료될 때까지 이 IP 주소는 영구적
으로 인스턴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결을 수정할 수 있는 부동 IP
주소를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보안 그룹 사용,”(15 페이지)

n “키 쌍 사용,”(18 페이지)

n “인스턴스에 부동 IP 할당,”(19 페이지)

보안 그룹 사용
보안 그룹은 네트워킹 액세스를 정의하며 프로젝트의 모든 인스턴스에 적용할 수 있는 IP 필터 규칙 집합
입니다. 그룹 규칙은 프로젝트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젝트 멤버는 자신의 그룹에 대한 기본 규칙을 편집하
고 새 규칙 집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규칙으로 새 보안 그룹을 생성하거나 기본 보안 그룹의 규칙 집합을 수정하여 IP 규칙을 적용하는
데 보안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안 그룹 정보

VMware Integrated OpenStack의 각 프로젝트에는 다른 보안 그룹이 정의되고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인스턴스에 적용되는 기본 보안 그룹이 있습니다. 기본 보안 그룹은 수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스턴스에
대해 들어오는 트래픽은 모두 거부하고 나가는 트래픽만 허용합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사용자가 인스턴스
에 로그인하고 인스턴스를 ping할 수 있도록 SSH 액세스 및 ICMP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기본 보안 그
룹을 편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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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그룹 생성

보안 그룹은 네트워킹 액세스를 정의하며 프로젝트 내 모든 인스턴스에 적용되는 IP 필터 규칙 집합입니
다. 기본 보안 그룹의 규칙을 수정하거나 사용자 지정 규칙을 사용하여 보안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에 대한 기존 규칙을 수정하려면 “기존 보안 그룹에 대한 규칙 수정,”(16 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액세스 및 보안을 선택합니다.

4 보안 그룹 탭을 클릭합니다.

5 보안 그룹 생성을 클릭합니다.

6 새 그룹에 대한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보안 그룹 생성을 클릭합니다.

새 그룹이 보안 그룹 탭의 목록에 나타납니다.

7 새 그룹에 대한 규칙을 구성합니다.

a 새 보안 그룹을 선택하고 규칙 관리를 클릭합니다.

b 규칙 추가를 클릭합니다.

c 규칙 드롭다운 메뉴에서 추가할 규칙을 선택합니다.

이후 필드는 선택하는 규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d 해당되는 경우 방향 드롭다운 메뉴에서 수신 또는 송신을 지정합니다.

e 규칙 정의를 작성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8 필요한 경우 추가 규칙을 구성합니다.

9 액세스 및 보안 탭을 클릭하여 기본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기존 보안 그룹에 대한 규칙 수정

해당 그룹에 할당된 규칙을 추가 및 제거하여 보안 그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보안 그룹에 할당
된 인스턴스에 허용되는 트래픽을 정의합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액세스 및 보안을 선택합니다.

4 보안 그룹 탭을 클릭합니다.

5 수정할 보안 그룹을 선택하고 규칙 관리를 클릭합니다.

6 규칙을 제거하려면 규칙을 선택하고 규칙 삭제를 클릭합니다.

VMware Integrated OpenStack 사용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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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칙을 추가하려면 규칙 추가를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 규칙을 선택하여 규칙 드롭다운 메뉴에서 추가
합니다.

옵션 설명

사용자 지정 TCP 규칙 시스템 간에 그리고 최종 사용자 통신을 위해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사용
됩니다.

사용자 지정 UDP 규칙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사
용됩니다.

사용자 지정 ICMP 규칙 라우터 등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오류 또는 모니터링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기타 프로토콜 규칙 프로토콜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수동으로 규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 원격 드롭다운 목록에서 CIDR 또는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b 해당되는 경우 방향 드롭다운 메뉴에서 수신 또는 송신을 선택합니다.

TCP 및 UDP 규칙의 경우 단일 포트 또는 포트 범위를 열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에 따라 서로
다른 필드가 포트 열기 목록 아래에 나타납니다.

c 허용할 액세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CIDR(Classless Inter-Domain
Routing)

지정된 블록 내 IP 주소로만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보안 그룹 지정된 보안 그룹 내 모든 인스턴스가 다른 모든 그룹 인스턴스에 액
세스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더넷 유형 목록에서 IPv4 또는 IPv6 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규칙이 보안 그룹에 대한 보안 그룹 규칙 관리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SSH 및 ICMP 액세스 사용

인스턴스에 대한 SSH 및 ICMP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기본 보안 그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안
그룹의 규칙은 현재 선택된 프로젝트의 모든 인스턴스에 적용됩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액세스 및 보안을 선택합니다.

4 보안 그룹 탭을 클릭하고 기본 보안 그룹을 선택하고 규칙 관리를 클릭합니다.

5 규칙 추가를 클릭하고 SSH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규칙을 구성합니다.

제어 값

규칙 SSH

원격 CIDR

CIDR 0.0.0.0/0
 
특정 IP 주소 범위의 요청을 수락하려면 CIDR 텍스트 상자에 IP 주소 블록을 지정합니다.

이제 인스턴스에는 모든 IP 주소의 요청에 대해 열린 SSH 포트 22가 있습니다.

6 추가를 클릭합니다.

3장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 및 보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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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 그룹 규칙 관리 페이지에서 규칙 추가를 클릭하고 ICMP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규칙을 구성합니
다.

제어 값

규칙 모든 ICMP

방향 수신

원격 CIDR

CIDR 0.0.0.0/0
 

8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제 인스턴스가 들어오는 ICMP 패킷을 모두 수락합니다.

키 쌍 사용
키 쌍은 시작될 때 인스턴스에 주입되는 SSH 자격 증명입니다.

키 쌍 주입을 사용하려면 인스턴스가 기반으로 하는 이미지에 클라우드 초기화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프로젝트에는 하나 이상의 키 쌍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 도구로 키 쌍을 생성한 경우
OpenStack에 이 키 쌍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속하는 여러 인스턴스에 대해 이 키 쌍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키 쌍 추가

키 쌍은 시작될 때 인스턴스에 주입되는 SSH 자격 증명입니다. 키 쌍을 생성하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해 하나 이상의 키 쌍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액세스 및 보안을 선택합니다.

4 키 쌍 탭을 클릭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한 키 쌍이 나열됩니다.

5 키 쌍 생성을 클릭합니다.

6 새 키 쌍의 이름을 입력하고 키 쌍 생성을 클릭합니다.

7 프롬프트에서 새 키 쌍을 다운로드합니다.

8 기본 키 쌍 탭에서 새 키 쌍이 나열되는지 확인합니다.

키 쌍 가져오기

키 쌍은 시작될 때 인스턴스에 주입되는 SSH 자격 증명입니다. 키 쌍을 생성하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해 하나 이상의 키 쌍을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액세스 및 보안을 선택합니다.

4 키 쌍 탭을 클릭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프로젝트에 사용 가능한 키 쌍이 나열됩니다.

5 키 쌍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VMware Integrated OpenStack 사용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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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키 쌍 이름을 입력합니다.

7 공용 키 텍스트 상자에 공용 키를 복사하고 키 쌍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8 기본 키 쌍 탭으로 돌아가서 가져온 키 쌍이 나열되는지 확인합니다.

인스턴스에 부동 IP 할당
생성 시 할당된 고정 IP 주소 이외에 인스턴스에 부동 IP 주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정 IP 주소와 달
리, 부동 IP 주소 연결을 관련된 인스턴스의 상태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액세스 및 보안을 선택합니다.

4 부동 IP 탭을 클릭하고 프로젝트에 IP 할당을 클릭합니다.

5 IP 주소를 선택할 풀을 선택하고 IP 할당을 클릭합니다.

6 부동 IP 목록에서 연결을 클릭하고 부동 IP 연결 설정을 구성합니다.

옵션 설명

IP 주소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IP 주소를 추가합니다.

연결할 포트 목록에서 포트를 선택합니다. 목록에 모든 인스턴스와 함께 해당 고정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7 연결을 클릭합니다.

8 (선택 사항) 인스턴스에서 부동 IP 주소 연결을 끊으려면 부동 IP 탭을 클릭하고 IP 주소에 대한 작
업 열에서 연결 끊기를 클릭합니다.

9 주소 풀에 부동 IP 주소를 다시 해제하려면 자세히를 클릭하고 부동 IP 해제를 선택합니다.

10 부동 IP 탭을 클릭하고 IP 주소를 선택합니다.

11 부동 IP 해제를 클릭합니다.

3장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 및 보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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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사용 4
OpenStack 네트워킹 서비스는 OpenStack 클라우드 배포에서 네트워크 연결 관리를 위한 확장 가능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새 IP 주소 생성 및 할당과 같은 변화하는 네트워크 요구에 대응할 수 있
습니다. 또한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배포 내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도록 논리적
라우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Mware Integrated OpenStack 관리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네트워크 생성,”(21 페이지)

n “라우터 생성,”(22 페이지)

네트워크 생성
OpenStack 네트워킹 서비스 구성 요소는 해당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배포 내에서 네트
워크 연결 관리를 위한 확장 가능 시스템입니다.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를 사용하
여 빠르게 논리적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페이지에 현재 구성된 네트워크가 나열됩니다.

4 네트워크 생성을 클릭합니다.

5 네트워크 탭에서 새 네트워크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 (선택 사항) 관리 상태를 선택하여 네트워크가 패킷을 전달하게 합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서브넷을 구성합니다.

옵션 작업

서브넷 생성 서브넷을 생성하려면 선택합니다. 네트워크를 생성할 때 서브넷을 지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결된 인스턴스에 오류 상태가 나타
납니다. 서브넷 없이 네트워크를 생성하려면 서브넷 생성을 선택 취소합
니다.

서브넷 이름 (선택 사항) 서브넷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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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작업

네트워크 주소 새 네트워크와 연결된 서브넷을 생성하는 경우 CIDR 형식(예:
192.168.0.0/24)을 사용하여 서브넷에 대한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IP 버전 드롭다운 메뉴에서 IPv4 또는 IPv6를 선택합니다.

게이트웨이 IP 특정 게이트웨이에 대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게이트웨이 사용 안 함 (선택 사항) 게이트웨이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면 선택합니
다.

 

9 다음을 클릭하여 서브넷 세부 정보 탭의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10 (선택 사항) 이전 탭에서 서브넷 생성 옵션을 선택한 경우 서브넷 설정을 입력합니다.

옵션 설명

DHCP 사용 (선택 사항) DHCP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네
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할당 풀 새 네트워크에서 디바이스가 사용할 IP 주소 풀을 지정합니다.

DNS 이름 서버 새 네트워크에 대한 DNS 서버를 지정합니다.

호스트 경로 호스트 경로에 대한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11 생성을 클릭합니다.

새 인스턴스를 시작하면 이 네트워크가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라우터 생성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논리적 라우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라우터를 사용하여 OpenStack 배포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네트워크 > 라우터를 선택합니다.

라우터 페이지에 현재 구성된 라우터가 나열됩니다.

4 라우터 생성을 클릭합니다.

5 라우터의 이름을 제공하고 라우터 생성을 클릭합니다.

새 라우터가 라우터 페이지의 목록에 나타납니다. 이제 라우터 구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6 새 라우터의 작업 열에서 게이트웨이 설정을 클릭합니다.

7 드롭다운 메뉴에서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게이트웨이 설정을 클릭합니다.

라우터 이름 및 라우터 ID 텍스트 상자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8 라우터를 전용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a 라우터 페이지에서 라우터 이름을 클릭합니다.

b 인터페이스 추가를 클릭합니다.

c 드롭다운 메뉴에서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d (선택 사항) 선택된 서브넷에 대한 라우터 인터페이스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서브넷의 첫 번째 호스트 IP 주소가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e 인터페이스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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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를 생성했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페이지에서 새 토폴리지를 볼 수 있습니다.

4장 네트워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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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tack에서 인스턴스 사용 5
인스턴스는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입니다.

다음 소스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n OpenStack 이미지 서비스에 업로드된 이미지. 2장, “이미지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관리,”(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영구 볼륨에 복사한 이미지. 인스턴스는 cinder-volume API가 iSCSI를 통해 제공하는 볼륨에서
시작됩니다. “인스턴스에 볼륨 연결,”(31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이미지에서 OpenStack 인스턴스 시작,”(25 페이지)

n “스냅샷에서 OpenStack 인스턴스 시작,”(26 페이지)

n “SSH를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연결,”(27 페이지)

n “인스턴스 사용 추적,”(28 페이지)

n “인스턴스에서 스냅샷 생성,”(28 페이지)

이미지에서 OpenStack 인스턴스 시작
이미지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경우 OpenStack은 인스턴스가 시작되는 계산 노드에 이미지의 로컬
사본을 생성합니다. vSphere의 OpenStack 인스턴스를 VM으로 볼 수 있지만 OpenStack에서 해
당 인스턴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인스턴스를 시작하기 위해 이미지, 플레이버, 블록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
합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페이지에 현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나열됩니다.

4 이미지의 작업 열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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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정보 탭

설정 설명

가용성 영역 클라우드 제공자가 제공하는 가용성 영역으로 기본적으로 설정합니다(예: nova).

인스턴스 이
름

VM에 할당된 이름입니다. 이 값은 레이블이며 유효성이 검사되지 않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
는 경우 UUID가 인스턴스에 할당됩니다. vSphere에서 VM을 보는 경우 인스턴스 이름이 아
니라 UUID로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버 시작할 인스턴스의 크기입니다. 클라우드 관리자가 플레이버를 정의하고 관리합니다.

인스턴스 수 시작된 인스턴스 수입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인스턴스 부
팅 소스

이미지에서 부팅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6 인스턴스 시작 대화상자의 액세스 및 보안 탭

설정 설명

키 쌍 키 쌍을 지정합니다.

이미지가 정적 루트 암호 또는 정적 키 집합을 사용하는 경우 인스턴스를 시작하기 위해 키 쌍을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모범 사례는 키 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안 그룹 인스턴스에 할당할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보안 그룹은 인스턴스로 전달되는 수신 네트워크 트래픽을 결정하는 규칙 집합입니다. 보안 그룹
을 생성하지 않은 경우 기본 보안 그룹만 인스턴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7 네트워킹 탭에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필드의 +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스턴스에 네트워크를 추가합
니다.

8 (선택 사항) 사후 생성 탭에서 인스턴스가 시작된 후 실행되는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9 고급 옵션 탭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디스크 파티션 유형을 선택합니다.

설정 설명

자동 전체 디스크는 단일 파티션이며 크기가 조정됩니다.

수동 더 빠른 빌드 시간이 가능하게 하지만 수동 파티셔닝이 필요합니다.

10 시작을 클릭합니다.

새 인스턴스가 계산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시작됩니다.

11 새 인스턴스를 보려면 프로젝트 > 계산 >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인스턴스 페이지에 인스턴스 이름, 해당 전용 IP와 공용 IP 주소, 크기, 상태, 태스크 및 전원 상태가
표시됩니다.

스냅샷에서 OpenStack 인스턴스 시작
인스턴스 스냅샷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vSphere의 OpenStack 인스턴스를 VM으로
볼 수 있지만 OpenStack에서만 해당 인스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이미지, 플레이버, 블록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해당 항목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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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 계산 >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페이지에 현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냅샷이 나열됩니다.

4 스냅샷의 작업 열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5 인스턴스 시작 대화상자의 세부 정보 탭에서 인스턴스를 구성합니다.

설정 설명

가용성 영역 기본적으로 이 값은 클라우드 제공자가 제공하는 가용성 영역(예: nova)으로 설정됩니다.

인스턴스 이
름

VM에 이름을 할당합니다. 이 값은 레이블이며 유효성이 검사되지 않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
는 경우 UUID가 인스턴스에 할당됩니다. vSphere에서 VM을 보는 경우 인스턴스 이름이 아
니라 UUID로 VM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버 시작할 인스턴스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클라우드 관리자가 플레이버를 정의하고 관리합니다.

인스턴스 수 여러 인스턴스를 시작하려면 1보다 큰 값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인스턴스 부
팅 소스

스냅샷에서 부팅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스냅샷을 선택합니다.

6 인스턴스 시작 대화상자의 액세스 및 보안 탭에서 키 쌍과 보안 그룹을 지정하여 액세스 및 보안 매개
변수를 구성합니다.

설정 설명

키 쌍 키 쌍을 지정합니다.

이미지가 정적 루트 암호 또는 정적 키 집합을 사용하는 경우 인스턴스를 시작하기 위해 키 쌍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범 사례는 키 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안 그룹 인스턴스에 할당할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보안 그룹은 인스턴스로 전달되는 수신 네트워크 트래픽을 결정하는 규칙 집합입니다. 보안 그룹
을 생성하지 않은 경우 기본 보안 그룹만 인스턴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7 인스턴스 시작 대화상자의 네트워킹 탭에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필드의 +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스
턴스에 네트워크를 추가합니다.

8 (선택 사항) 사후 생성 탭에서 인스턴스가 시작된 후 실행되는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지정합니다.

9 고급 옵션 탭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디스크 파티션 유형을 선택합니다.

설정 설명

자동 전체 디스크는 단일 파티션이며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됩니다.

수동 더 빠른 빌드 시간이 가능하게 하지만 수동 파티셔닝이 필요합니다.

10 시작을 클릭합니다.

새 인스턴스가 계산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시작됩니다.

11 새 인스턴스를 보려면 프로젝트 > 계산 >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인스턴스 탭에 인스턴스 이름, 해당 전용 IP와 공용 IP 주소, 크기, 상태, 태스크 및 전원 상태가 표
시됩니다.

SSH를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연결

SSH를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연결하려면 다운로드한 키 쌍 파일을 사용합니다.

프로시저

1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IP 주소를 복사합니다.

5장 OpenStack에서 인스턴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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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sh 명령을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대한 보안 연결을 만듭니다.

예:

$ ssh -i MyKey.pem demo@10.0.0.2

3 프롬프트에서 yes를 입력합니다.

인스턴스 사용 추적
각 프로젝트에서 인스턴스 사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vCPU 수, 디스크, RAM 및 가동 시간과 같은 인
스턴스 메트릭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개요를 선택합니다.

개요 페이지에 사용 및 제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시간 목록의 특정 기간으로 제한하
고 CSV 형식으로 요약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에서 스냅샷 생성
스냅샷을 사용하여,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서 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페이지에서 직접 인스턴스의 스냅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인스턴스 페이지에 현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가 나열됩니다.

4 작업 열에서 스냅샷 생성을 클릭합니다.

스냅샷이 이미지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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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사용 6
볼륨은 영구 스토리지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위해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블록 스토리지 디바이스입니다.

언제든지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볼륨을 연결하거나 볼륨을 분리하고 다른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
다. 또한 볼륨에서 스냅샷을 생성하거나 볼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관리 사용자만이 볼륨 유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볼륨 생성,”(29 페이지)

n “기존 볼륨 수정,”(30 페이지)

n “기존 볼륨 삭제,”(30 페이지)

n “인스턴스에 볼륨 연결,”(31 페이지)

n “볼륨 분리,”(31 페이지)

n “볼륨에서 스냅샷 생성,”(31 페이지)

볼륨 생성
볼륨은 영구 스토리지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위해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블록 스토리지 디바이스입니다.

필수 조건

볼륨의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2장, “이미지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관리,”(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볼륨을 선택합니다.

볼륨 및 스냅샷 페이지에 현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현재 구성된 볼륨이 나열됩니다.

4 볼륨 생성을 클릭합니다.

5 볼륨을 생성합니다.

옵션 설명

볼륨 이름 새 볼륨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선택 사항) 새 볼륨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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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유형 비워 둡니다.

크기 볼륨의 크기를 입력합니다.
 

6 볼륨 소스를 지정합니다.

옵션 설명

소스 없음, 빈 볼륨 빈 볼륨을 생성합니다. 빈 볼륨에는 파일 시스템이나 파티션 테이블이 포
함되지 않습니다.

스냅샷 스냅샷에서 볼륨을 생성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스냅샷을 소스로 사
용 필드가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스냅샷을 선택합니다. 스냅샷이나 볼륨
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스냅샷이나 볼륨을 볼륨의 소스로 사용하기 위한
옵션이 나타납니다.

이미지 이미지에서 볼륨을 생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
면 이미지를 소스로 사용 필드가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이미지를 선택합
니다.

가용성 영역 목록에서 가용성 영역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값은 클라우드 제공
자가 지정한 가용성 영역으로 설정됩니다(예: us-west 또는 apac-south).
기본값이 nova일 수도 있습니다.

볼륨 기존 볼륨에서 볼륨을 생성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볼륨을 소스로 사
용 필드가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볼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이나
볼륨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스냅샷이나 볼륨을 볼륨의 소스로 사용하기 위
한 옵션이 나타납니다.

 

7 페이지 하단에서 볼륨 생성을 클릭합니다.

볼륨 및 스냅샷 페이지가 다시 나타나고, 표에 새 볼륨이 표시됩니다.

기존 볼륨 수정
기존 볼륨에 대한 이름 및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경우, 연결된 볼륨 및 해당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프로시저

1 볼륨 페이지로 이동하여 수정할 볼륨을 찾습니다.

2 작업 열에서 볼륨 편집을 클릭합니다.

3 설정을 수정하고 볼륨 편집을 클릭합니다.

기존 볼륨 삭제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경우, 연결된 볼륨 및 해당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프로시저

1 볼륨 페이지로 이동하여 삭제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2 삭제할 볼륨을 선택합니다.

3 볼륨 삭제를 클릭합니다.

4 메시지가 표시되면 삭제를 확인합니다.

삭제된 볼륨은 더 이상 볼륨 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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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스에 볼륨 연결
하나 이상의 볼륨을 생성한 후 해당 볼륨을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인스턴스에
볼륨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볼륨을 선택합니다.

볼륨 및 스냅샷 페이지에 현재 사용자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볼륨이 나열됩니다.

4 인스턴스에 추가할 볼륨을 선택하고 작업 열에서 자세히 > 연결 편집을 선택합니다.

5 인스턴스에 연결 드롭다운 메뉴에서 볼륨을 연결하려는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6 볼륨 연결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볼륨 목록에 새 볼륨이 나타납니다.

볼륨 분리
한 인스턴스에서 볼륨을 분리하고 다른 인스턴스에 이 볼륨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볼륨을 선택합니다.

볼륨 및 스냅샷 페이지에 현재 사용자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볼륨이 나열됩니다.

4 분리할 볼륨을 선택하고 연결 편집을 클릭합니다.

5 볼륨 분리를 클릭합니다.

6 프롬프트에서 작업을 확인합니다.

이제 볼륨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볼륨에서 스냅샷 생성
스냅샷을 사용하여,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서 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스냅샷을 작성하기 전에 인스턴스에서 볼륨을 분리합니다. 연결된 볼륨에서 스냅샷을 생성하면 스냅샷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볼륨을 선택합니다.

볼륨 및 스냅샷 페이지에 현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현재 구성된 볼륨이 나열됩니다.

4 인스턴스에 추가할 볼륨을 선택하고 작업 열에서 자세히 > 스냅샷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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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냅샷 이름 및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6 볼륨 스냅샷 생성을 클릭합니다.

볼륨 및 스냅샷 페이지가 다시 나타나고, 볼륨 스냅샷 탭의 표에 새 스냅샷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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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레이션 및 스택 사용 7
OpenStack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여 여러 복합 클라우드 및 애플리케이션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REST API를 통한 네이티브 OpenStack HOT(Heat Orchestration Template)
형식 및 CloudFormation과 호환되는 Query API를 통한 AWS(Amazon Web Services)
CloudFormation 템플릿 형식을 지원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인스턴스, 부동 IP 주소, 볼륨, 보안 그룹 및 사용
자를 포함한 OpenStack 리소스 유형 대부분의 자동 생성을 구성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템플릿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인프라,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자동
화를 위해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스택 생성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정적 파일입니다.

또한 환경 파일과 템플릿을 결합하는 스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 파일은 템플릿에 의해 정의된 매개
변수에 고유한 값 집합을 제공합니다. 환경 파일과 템플릿을 사용하여 단일 템플릿에서 여러 가지 고유한
스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및 환경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docs.openstack.org/developer/heat/template_guide/index.html의 OpenStack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새 오케스트레이션 스택 시작,”(33 페이지)

n “오케스트레이션 스택 수정,”(34 페이지)

n “오케스트레이션 스택 삭제,”(35 페이지)

새 오케스트레이션 스택 시작
오케스트레이션 스택을 사용하여 여러 복합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템플
릿 및 환경 파일을 지정하고, 사용자 자격 증명,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설정 및 Linux 배포를 비롯한 기타
작업 설정을 정의하여 새 스택을 시작합니다.

필수 조건

스택에 대한 템플릿 및 환경 파일이 생성되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템플릿 및 환경 파일 생성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http://docs.openstack.org/developer/heat/template_guide/index.html의
OpenStack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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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 계산 > 오케스트레이션 > 스택을 선택합니다.

스택 페이지에 현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택이 나열됩니다.

4 스택 시작을 클릭합니다.

5 새 스택에 대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옵션 설명

템플릿 소스 URL, 파일 또는 직접 입력과 같은 템플릿 소스를 선택합니다.

템플릿 URL 또는 파일 또는 데이터 템플릿 소스용으로 선택하는 항목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URL을
입력하거나, 파일 위치로 이동하거나, 템플릿 텍스트를 붙여넣습니다.

환경 소스 URL, 파일 또는 직접 입력과 같은 환경 소스를 선택합니다.

환경 URL 또는 파일 또는 데이터 환경 소스용으로 선택하는 항목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URL을 입
력하거나, 파일 위치로 이동하거나, 템플릿 텍스트를 붙여넣습니다.

 

6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새 스택을 구성합니다.

옵션 설명

스택 이름 스택을 식별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생성 시간 제한(분) 스택 시작 시간이 초과되기까지의 시간(분)입니다.

오류 시 롤백 스택이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롤백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
합니다.

사용자 "demo"의 암호 스택이 생성된 후 기본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DBUsername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Linux 배포 스택에서 사용되는 Linux 배포입니다.

DB 루트 암호 데이터베이스의 루트 암호입니다.

키 이름 스택에 로그인하기 위한 키 쌍입니다.

DB 이름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DB 암호 데이터베이스의 암호입니다.

인스턴스 유형 인스턴스의 플레이버입니다.
 

8 시작을 클릭하여 스택을 생성합니다.

9 (선택 사항) 새 스택이 스택 페이지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10 (선택 사항) 스택 세부 정보를 보려는 스택을 클릭합니다.

세부 정보 설명

토폴로지 스택의 시각적 토폴로지입니다.

개요 스택의 매개 변수 및 세부 정보입니다.

리소스 스택이 사용하는 리소스입니다.

이벤트 스택과 관련된 이벤트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스택 수정
템플릿 파일, 환경 파일 또는 스택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여 스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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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 계산 > 오케스트레이션 > 스택을 선택합니다.

스택 페이지에 현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택이 나열됩니다.

4 업데이트할 스택을 선택합니다.

5 스택 템플릿 변경을 클릭합니다.

6 (선택 사항) 템플릿 선택 대화상자에서 템플릿 또는 환경 파일 선택을 수정합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선택 사항) 스택 매개변수 업데이트 대화상자에서 매개 변수 값을 수정합니다.

9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10 (선택 사항) 스택 페이지에서 스택 구성에 대한 변경 내용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스택 삭제
스택을 삭제하는 경우 스택이 생성하는 리소스도 삭제됩니다.

프로시저

1 VMware Integrated OpenStack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2 제목 표시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 계산 > 오케스트레이션 > 스택을 선택합니다.

스택 페이지에 현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택이 나열됩니다.

4 삭제할 스택을 선택하고 스택 삭제를 클릭합니다.

5 프롬프트에서 작업을 확인합니다.

6 (선택 사항) 삭제된 스택이 스택 페이지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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