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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Cloud Director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

VMware vCloud Director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는 VMware®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를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하는 정보와, VMware 읽기 전용 VMware vClou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VMware vCenter™ 서비스와 연동하도록 구성하는 데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
이 VMware vCloud Director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는 VMware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려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Linux,
Windows, IP 네트워크 및 VMware vSphere®에 익숙한 경험 있는 시스템 관리자를 기준으로 작성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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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 설치, 구성 및 업그
레이드 개요 1

VMware vCloud®는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을 vSphere 플랫폼과 결합합니다. 하나 이상의 서
버에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서버를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을 vSphere와 통합하여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을 만듭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연결 세부 정보를 포함한 vCloud Director의 초기 구성은 설치 중에 설정됩
니다. 기존 설치 환경을 새로운 vCloud Director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vCloud Director 소프트
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업데이트되고,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vSphere 사이의 기존 관계는 유
지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vCloud Director 아키텍처,”(7 페이지)

n “구성 계획,”(8 페이지)

n “vCloud Director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9 페이지)

vCloud Director 아키텍처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은 하나 이상의 vCloud Director 서버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서버는 공용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며 임의 수의 vCenter Server 시스템과 ESXi 호스트에 연결됩니다. VMware
vCloud® Networking and Security™의 VMware vShield Manager™ 구성 요소 또는 VMware
NSX™ for vSphere®의 VMware NSX Manager™ 구성 요소에서 vCenter Server 시스템 및
vCloud Director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설치를 진행하면 여러 서버로 구성된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룹 내의
각 서버는 vCloud Director 셀이라고 하는 서비스 집합을 실행합니다. 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단일 데이
터베이스를 공유합니다. 그룹의 각 셀은 여러 개의 vCenter Server 시스템, 관리 대상 호스트 및 연결
된 각 vCenter Server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구성된 각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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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vShield Manager를 사용하는 설치 환경의 vCloud Director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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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 설치 및 구성 프로세스는 셀을 만들어 셀을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vCenter
Server 시스템, vCenter Server 시스템의 연결된 vShield Manager(또는 NSX Manager) 및 호
스트에 대한 최초 연결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관리자는 vCloud Director 웹 콘솔을 사용하여
vCenter Server 시스템을 추가하고, 추가된 vCenter Server 시스템과 연결된 vShield
Manager(또는 NSX Manager) 및 추가된 vCenter Server 시스템의 호스트를 언제든지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성 계획
vSphere는 vCloud Director에 스토리지, 컴퓨팅 및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합니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vSphere 및 vCloud Director 용량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해당 용량을 지원할 수 있
도록 구성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구성은 클라우드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의 수, 각 조직의 사용자 수 및 해당 사용자의 활동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구성 작업을 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n 클라우드에서 액세스할 수 있게 설정할 각 vCenter Server 시스템에 vCloud Director 서버(셀)
하나를 할당합니다.

n 모든 vCloud Director 서버는 “vCloud Director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9
페이지)에서 설명한 메모리 및 스토리지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n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를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설치 및 구성,”(15 페이
지)에서 설명한 대로 구성합니다.

vCloud Director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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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에 속해 있는 각 서버는 특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서버 그룹은
vCenter Server, vShield Manager(또는 NSX Manager) 및 하나 이상의 ESXi 호스트에 액세스
해야 합니다.

지원 플랫폼

이 vCloud Director 릴리스에 지원되는 VMware 플랫폼에 대한 최신 정보는 VMware Product
Interoperability Matrixes(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표)
(http://partnerweb.vmware.com/comp_guide/sim/interop_matrix.php)에서 확인하십시오.

vSphere 구성 요구 사항

vCloud Director와 함께 사용하려는 서버 및 호스트는 특정 구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n vCloud Director 외부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풀로 사용할 vCenter 네트워크는
vCloud Director가 사용할 임의의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호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
이터 센터의 모든 호스트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하면 vCloud Director에 새
vCenter 서버를 추가하는 작업이 더 간단해 집니다.

n 교차 호스트 펜싱 및 네트워크 풀 할당에 vSphere Distributed Switch를 사용해야 합니다.

n vCloud Director와 함께 사용되는 vCenter 클러스터의 경우 전체 자동화 자동화 수준으로
Storage DRS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려면 DRS 클러스터의 모든 ESXi 호스트에 공유
스토리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는 빠른 프로비저닝 지원을 포함하여 Storage
DRS의 전체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n vCenter Server는 해당 호스트를 신뢰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가 관리하는 모든 클러스터
내의 모든 호스트는 확인된 호스트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호스트에 대해
일치하는 지문을 확인, 비교 및 선택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 and Host
Management(vCenter Server 및 호스트 관리) 설명서에서 Configure SSL Settings(SSL
설정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vSphere 라이센싱 요구 사항

vCloud Director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vSphere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n VMware DRS(vSphere Enterprise 및 Enterprise Plus 라이센스가 부여됨)

n VMware Distributed Switch 및 dvFilter(vSphere Enterprise Plus 라이센스가 부여됨). 이
라이센스가 있으면 vCloud Director 격리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장 vCloud Director 설치, 구성 및 업그레이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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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vCloud Director 서버 운영 체제

표 1‑1.  지원되는 vCloud Director 서버 운영 체제

운영 체제(64비트만 해당) 업데이트

CentOS 6 4

Red Hat Enterprise Linux 5 4-10

Red Hat Enterprise Linux 6 1-5

디스크 공간 요구 사항 설치 및 로그 파일 용도로 vCloud Director 서버 각각에 약 1450MB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메모리 요구 사항 각 vCloud Director 서버는 4GB 이상의 메모리로 프로비저닝해야 합니
다.

Linux 소프트웨어 패키
지

각 vCloud Director 서버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Linux 소프트웨어 패키
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패키지는 대개 운용 체제 소프트웨어와 함께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필요한 패키지가 없으면 진단 메시지와 함께 설치
관리자가 실패합니다.

표 1‑2.  필수 소프트웨어 패키지

패키지 이름 패키지 이름 패키지 이름

alsa-lib libICE module-init-tools

bash libSM net-tools

chkconfig libstdc pciutils

coreutils libX11 procps

findutils libXau redhat-lsb

glibc libXdmcp sed

grep libXext tar

initscripts libXi which

krb5-libs libXt

libgcc libXtst

참고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하고 SSL 인증서를 만드는 일부 절차에서는 Linux nslookup 명령을 사용해
야 합니다. 이 명령은 Linux bind-utils 패키지에서 제공됩니다.

지원되는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vCloud Director는 Oracle 및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합니다. 이
vCloud Director 릴리스에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최신 정보는 VMware Partner Central에
있는 VMware Product Interoperability Matrixes(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표)에서 확인하십시
오. VMware 파트너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VMware Partner Central에 로그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성에 대한 권장 사항은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설치 및 구성,”(1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vCloud Director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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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LDAP 서버

표 1‑3.  지원되는 LDAP 서버

플랫폼 LDAP 서버 인증 방법

Windows Server
2003

Active Directory Simple, Simple SSL, Kerberos, Kerberos SSL

Windows Server
2008

Active Directory Simple

Windows 7(2008
R2)

Active Directory Simple, Simple SSL, Kerberos, Kerberos SSL

Linux OpenLDAP Simple, Simple SSL

게스트 OS 지원

지원되는 게스트 운영 체제 목록은 vCloud Director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전 메트릭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

가상 시스템 성능 및 리소스 사용에 대해 vCloud Director가 수집하는 메트릭을 저장하도록
vCloud Director 설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 메트릭 데이터는 Cassandra에서 지원하는
KairosDB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6장, “이전 가상 시스템 성능 메트릭을 저장 및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선택 사항)의 설치 및 구성,”(65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vCloud Director는 다음 KairosDB 및 Cassandra 버전을 지원합니다.

n KairosDB 0.9.1

n Cassandra 1.2 및 2.0

vCloud Director 가 지원하는 브라우저

vCloud Director 웹 콘솔은 최신 버전의 Google Chrome, Mozilla Firefox 및 Microsoft
Internet Explorer와 호환됩니다.

참고   vCloud Director 웹 콘솔은 32비트 브라우저와만 호환됩니다. 브라우저가 64비트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나열되면 64비트 플랫폼에서 32비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Linux 플랫폼의 브라우저 지원

이러한 Linux 플랫폼에서 vCloud Director 웹 콘솔은 Mozilla Firefox 및 Google Chrome의 최
신 버전 및 직전 버전과 호환됩니다.

표 1‑4.  Linux 플랫폼의 브라우저 지원 및 운영 체제 호환성

플랫폼 Google Chrome Mozilla Firefox

CentOS 6.x 예 예

Red Hat Enterprise Linux 6.x 예 예

Ubuntu 12.x 예 예

Windows 플랫폼의 브라우저 지원

Windows 플랫폼에서 vCloud Director 웹 콘솔은 Microsoft Internet Explorer 버전 하나 이상과
호환됩니다. 일부 Windows 플랫폼에서는 Mozilla Firefox 및 Google Chrome의 최신 버전 및 직
전 버전과도 호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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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Inc.  11



표 1‑5.  Microsoft Windows 플랫폼의 브라우저 지원 및 운영 체제 호환성

플랫폼
Google
Chrome

Mozilla
Firefox

Internet Explorer
8.x

Internet
Explorer 9.x

Internet
Explorer
10.x

Windows XP Pro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Windows Server
2003 Enterprise
Edition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Windows Server
2008

예 예 예 예 예

Windows Server
2008 R2

예 예 예 예 예

Windows Vista 예 아니요 예 예 예

Windows 7 예 예 예 예 예

Windows 8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예

Macintosh 플랫폼의 브라우저 지원

Macintosh 플랫폼에서 vCloud Director 웹 콘솔은 Mozilla Firefox 및 Google Chrome의 최신
버전 및 직전 버전과 호환됩니다.

지원되는 Adobe Flash Player 버전

vCloud Director 웹 콘솔에는 Adobe Flash Player 11.2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당 클라이언트는
32비트 버전만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Java 버전

vCloud Director 클라이언트에는 JRE 1.6.0 업데이트 10 이상이 설치되고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야 합니다. 해당 클라이언트는 32비트 버전만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보안 프로토콜 및 암호화 스위트

vCloud Director에서는 클라이언트 연결에 보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SSL 버전 3에는 심각한 보안 취
약성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연결을 만들 때 서버가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기본 프
로토콜 집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의 보안 프로토콜이 지원됩니다.

n TLS 버전 1.0

n TLS 버전 1.1

n TLS 버전 1.2

cell-management-tool을 사용하여 기본 프로토콜 집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SSL 프로토콜
목록 관리,”(6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암호화 스위트에는 RSA, DSS 또는 타원 곡선(Elliptic Curve) 서명을 사용하는 것과
DES3, AES-128 또는 AES-256 암호화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cell-management-tool을 사용하
여 지원되는 SSL 암호화 집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SSL 암호화 목록 관리,”(60 페
이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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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 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요구 사항 요약

vCloud Director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려면 호스트 이름, 네트워크 시간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의 정방향 조회와 역방향 조회를 지원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기본이 되
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를 설치하려면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vCenter Server 및 연결된 vCloud Networking and
Security 또는 NSX for vSphere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IP 주소 vCloud Director 서버 각각은 두 가지 다른 SSL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IP 주소 2개가 있어야 합니다. 연결 중 하나는 HTTP 서비스에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콘솔 프록시 서비스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소는 IP 별칭이나
여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콘솔 프록시 서비
스용 IP 주소를 만드는 데는 Linux ip addr add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
다.

콘솔 프록시 주소 콘솔 프록시 주소로 구성한 IP 주소는 SSL 종단 로드 밸런서나 역방향 프
록시에 위치하면 안 되며, 모든 콘솔 프록시 요청은 콘솔 프록시 IP 주소에
직접 릴레이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시간 서비스 NTP 같은 네트워크 시간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포함한
모든 vCloud Director 서버의 클럭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동기화된 서버
의 클럭 간에 허용되는 최대 드리프트는 2초입니다.

서버 시간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포함한 모든 vCloud Director 서버는 동일한 시간
대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호스트 이름 확인 설치하고 구성하는 동안 지정하는 모든 호스트 이름은 정규화된 도메인 이
름이나 정규화되지 않은 호스트 이름의 정방향 및 역방향 조회를 사용하여
DNS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vcloud.example.com인
호스트의 경우 vCloud Director 호스트에서 다음 명령을 모두 성공해야
합니다.

nslookup vcloud

nslookup vcloud.example.com

또한 vcloud.example.com 호스트의 IP 주소가 192.168.1.1인 경우 다음 명
령은 vcloud.example.com을 반환해야 합니다.

nslookup 192.168.1.1

전송 서버 스토리지 외부에서 게시 또는 구독되는 항목을 업로드, 다운로드 및 카탈로그하기 위
한 임시 스토리지를 제공하려면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의 모든 서버
가 NFS 또는 기타 공유 스토리지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
니다. NFS가 전송 서버 스토리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의 각 vCloud Director 셀이 NFS 기반 전송 서버
스토리지를 마운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구성 설정을 설정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http://kb.vmware.com/kb/2086127을 참조하십
시오. 서버 그룹의 각 멤버는 이 볼륨을 동일한 마운트 지점(일반적으
로 /opt/vmware/vcloud-director/data/transfer)에 마운트해야 합니다. 이 볼륨
의 공간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n 전송(업로드 및 다운로드)은 진행 중인 동안 이 스토리지에 저장되었다
가 완료되면 제거됩니다. 60분 이상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전송은 만
료된 것으로 표시되어 시스템에 의해 정리됩니다. 전송된 이미지가 클
수 있으므로 이 용도를 위해 적어도 몇 백 기가바이트를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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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외부에 게시되고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캐싱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카탈
로그의 카탈로그 항목은 있는 동안 이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외부에
게시되지만 캐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은 카탈로그의 항목은 이 스
토리지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의 조직이 외부에 게시되는 카
탈로그를 만들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경우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카탈로그
항목에 이 볼륨의 공간이 필요하며 각 카탈로그 항목이 압축된 OVF
형식의 가상 시스템 크기가 된다고 간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가능하면 전송 서버 스토리지에 사용하는 볼륨은 용량을 쉽게 확장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권장 사항

vCloud Director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려면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vCloud Director를 설치하기 전에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하십시오.

모든 vCloud Director 서버를 모니터링되는 안전한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vCloud Director 네트워
크 연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n vCloud Director를 공용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지 마십시오. vCloud Director 네트워크 연결을
항상 방화벽으로 보호하십시오. 들어오는 연결에 대해 포트 443(HTTPS)만 열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들어오는 연결에 대해 포트 22(SSH) 및 80(HTTP)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cell-management-
tool은 셀의 루프백 주소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공용 네트워크로부터 들어오는 다른 모든 트래픽은
방화벽에서 거부되어야 합니다.

표 1‑6.  vCloud Director 호스트로부터 들어오는 패킷을 허용해야 하는 포트

포트 프로토콜 참고 사항

111 TCP, UDP 전송 서비스가 사용하는 NFS
portmapper

920 TCP, UDP 전송 서비스가 사용하는 NFS rpc.statd

61611 TCP ActiveMQ

61616 TCP ActiveMQ

n 내보내는 연결에 사용되는 포트는 공용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표 1‑7.  vCloud Director 호스트에서 나가는 패킷을 허용해야 하는 포트

포트 프로토콜 참고 사항

25 TCP, UDP SMTP

53 TCP, UDP DNS

111 TCP, UDP 전송 서비스가 사용하는 NFS
portmapper

123 TCP, UDP NTP

389 TCP, UDP LDAP

443 TCP vCenter, vShield Manager, NSX
Manager 및 ESX 연결

514 UDP 선택 사항. syslog를 사용하도록 설정

902 TCP vCenter 및 ESX 연결

903 TCP vCenter 및 ESX 연결

920 TCP, UDP 전송 서비스가 사용하는 NFS rpc.sta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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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vCloud Director 호스트에서 나가는 패킷을 허용해야 하는 포트 (계속)

포트 프로토콜 참고 사항

1433 TCP 기본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
스 포트

1521 TCP 기본 Oracle 데이터베이스 포트

5672 TCP, UDP 선택 사항. 작업 확장을 위한 AMQP 메시
지

61611 TCP ActiveMQ

61616 TCP ActiveMQ

n 가능하면 vCloud Director 서버와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의 트래픽을 전용 개
인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합니다.

n 제공자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가상 스위치와 분산 가상 스위치는 서로 격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위
치는 동일한 레벨 2 물리적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설치 및 구성

vCloud Director 셀은 공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구성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어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든 vCloud Director가 사용할 전용 데이터베이스 스키
마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는 다른 VMware 제품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공유
할 수 없습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구성

Oracle 데이터베이스는 vCloud Director와 함께 사용할 경우 특정 구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
다. vCloud Director를 설치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설치 및 구성하고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시저

1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성합니다.

대부분의 vCloud Director 클러스터에는 16GB 메모리, 100GB 스토리지 및 CPU 4개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하면 적합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다음 형식의 명령을 사용하여 단일 CLOUD_DATA 테이블스페이스를 만듭니다.

Create Tablespace CLOUD_DATA datafile '$ORACLE_HOME/oradata/cloud_data01.dbf' size 1500M autoextend on;

3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다음 명령은 사용자 이름이 vcloud이고 암호가 vcloudpass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Create user $vcloud identified by $vcloudpass default tablespace CLOUD_DATA;

참고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CLOUD_DATA를 기본 테이블스페
이스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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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베이스 연결, 프로세스 및 트랜잭션 매개 변수를 구성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vCloud Director 셀 하나당 적어도 75개의 연결과 Oracle 자체에서 사용할 연결
50개를 허용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다른 구성 매개 변수의 값은 연결 수에 따라 가져올 수 있으며
C는 vCloud Director 클러스터에 포함된 셀 수를 나타냅니다.

Oracle 구성 매개 변수 C 셀 값

CONNECTIONS 75*C+50

PROCESSES = CONNECTIONS

SESSIONS = PROCESSES*1.1+5

TRANSACTIONS = SESSIONS*1.1

OPEN_CURSORS = SESSIONS
 

5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Oracle 시스템 계정을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으로 사용하면 안 되며, 이 용도
로만 사용할 전용 사용자 계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 권한을 부
여합니다.

n CONNECT

n RESOURCE

n CREATE TRIGGER

n CREATE TYPE

n CREATE VIEW

n CREATE MATERIALIZED VIEW

n CREATE PROCEDURE

n CREATE SEQUENCE

6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름을 기록해
둡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름을 찾으려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ORACLE_HOME/network/admin/tnsnames.ora
파일을 연 후 다음 형식의 항목을 찾아보십시오.

(SERVICE_NAME = orcl.example.com)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구성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는 vCloud Director와 함께 사용할 경우 특정 구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를 설치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설치 및 구성하고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성능은 vCloud Director의 전반적인 성능과 확장성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요소입니다. vCloud Director는 큰 결과 세트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정렬하고, 동시에 읽고 수정되
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SQL Server tmpdb 파일을 사용하는데, vCloud Director의 동시 로드가 많
아지면 이 파일의 크기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mpdb 파일은 읽기 및 쓰기 성능이 뛰어
난 전용 볼륨에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tmpdb 파일과 SQL Server 성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ms175527.aspx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필수 조건

n Microsoft SQL Server 명령, 스크립팅 및 작업에 익숙해야 합니다.

n Microsoft SQL Server를 구성하려면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SQL Server 호스트에 로그
온해야 합니다. SQL 서버는 LOCAL_SYSTEM ID를 사용하거나 Windows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ID로 실행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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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성합니다.

대부분의 vCloud Director 클러스터에는 16GB 메모리, 100GB 스토리지 및 CPU 4개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하면 적합합니다.

2 SQL Server 설치 시 혼합 모드 인증을 지정합니다.

vCloud Director와 함께 SQL Server를 사용할 때는 Windows 인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3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다음 스크립트는 데이터베이스와 로그 파일을 만들고 올바른 데이터 정렬 시퀀스를 지정합니다.

USE [master]

GO

CREATE DATABASE [vcloud] ON PRIMARY

(NAME = N'vcloud', FILENAME = N'C:\vcloud.mdf', SIZE = 100MB, FILEGROWTH = 10% )

LOG ON

(NAME = N'vcdb_log', FILENAME = N'C:\vcloud.ldf', SIZE = 1MB, FILEGROWTH = 10%)

COLLATE Latin1_General_CS_AS

GO

SIZE에 대해 표시되는 값은 예시일 뿐이며, 더 큰 값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트랜잭션 격리 수준을 설정합니다.

다음 스크립트는 데이터베이스 격리 수준을 READ_COMMITTED_SNAPSHOT으로 설정합니다.

USE [vcloud]

GO

ALTER DATABASE [vcloud] SET SINGLE_USER WITH ROLLBACK IMMEDIATE;

ALTER DATABASE [vcloud] SET ALLOW_SNAPSHOT_ISOLATION ON;

ALTER DATABASE [vcloud] SET READ_COMMITTED_SNAPSHOT ON WITH NO_WAIT;

ALTER DATABASE [vcloud] SET MULTI_USER;

GO

트랜잭션 격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msdn.microsoft.com/en-us/library/ms173763.aspx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다음 스크립트는 사용자 이름이 vcloud이고 암호가 vcloudpass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USE [vcloud]

GO

CREATE LOGIN [vcloud] WITH PASSWORD = 'vcloudpass', DEFAULT_DATABASE =[vcloud], 

   DEFAULT_LANGUAGE =[us_english], CHECK_POLICY=OFF

GO

CREATE USER [vcloud] for LOGIN [vcloud]

GO

6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에 권한을 할당합니다.

다음 스크립트는 단계 5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db_owner 역할을 할당합니다.

USE [vcloud]

GO

sp_addrolemember [db_owner], [vcloud]

GO

1장 vCloud Director 설치, 구성 및 업그레이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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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인증서 만들기

vCloud Director는 SSL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 보안을 유지합니다.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을 설치하고 구성하기 전에 그룹의 각 구성원에 대해 인증서 2개씩 만든 후
해당 인증서를 호스트 keystore에 가져와야 합니다.

각 vCloud Director 서버에는 두 가지 다른 SSL 끝점을 지원하기 위해 IP 주소 두 개가 있어야 합니
다. 끝점마다 고유한 SSL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두 끝점 모두의 인증서에 X.500 고유 이름이 포함되어
야 합니다. 여러 인증 기관이 해당 기관이 부여하는 인증서에 X.509 주체 대체 이름 확장을 포함하도록
권장합니다. vCloud Director에서는 인증서에 주체 대체 이름이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시저

1 이 서버의 IP 주소를 나열합니다.

ifconfig 같은 명령을 사용하여 이 서버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2 각 IP 주소에 대해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해당 IP 주소가 바인딩되어 있는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검색합니다.

nslookup ip-address

3 각 IP 주소, 해당 IP 주소에 연결된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및 vCloud Director가 주소를 HTTP 서
비스에 사용할지 아니면 콘솔 프록시 서비스에 사용할지 기록해 둡니다.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은 인증서를 만들 때 필요하고, IP 주소는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만
들 때 필요합니다. 다른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IP 주소에 연결할 수 있는 경우 이 이름도
기록해 두십시오. 인증서에 주체 대체 이름을 포함하려는 경우 이 이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인증서를 만듭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에서 서명한 인증서나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서명된 인증서가 신뢰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서명된 SSL 인증서 만들기 및 가져오기

서명된 인증서는 SSL 통신 환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각 vCloud Director 서버마다 Java keystore 파일에 2개의 SSL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HTTP 서비스용이고 다른 하나는 콘솔 프록시 서비스용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에서 서명한 인
증서나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된 인증서가 신뢰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   이 예제에서는 2,048비트 키 크기를 지정하지만, 적절한 키 크기를 선택하려면 설치 환경의 보안
요구 사항을 평가해야 합니다. 1,024비트보다 작은 키 크기는 NIST Special Publication
800-131A에 따라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만들어서 가져오려면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 만들기,”(21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필수 조건

n 이 서버에서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과 해당 도메인에 연결된 IP 주소의 목록을 생성합니다.

n HTTP 서비스에 사용할 주소와 콘솔 프록시 서비스에 사용할 주소를 선택합니다. “SSL 인증서 만
들기,”(18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Java 버전 7 런타임 환경이 설치된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고 keytool 명령을 사용하여 인증
서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vCloud Director 설치 관리자가 keytool의 복사본
을 /opt/vmware/vcloud-director/jre/bin/keytool에 배치하지만, Java 버전 7 런타임 환경이 설치된 모
든 컴퓨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스에서 keytool을 사용하여 만든 인증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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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와 사용하도록 지원되지 않습니다.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구성
하기 전에 인증서를 만들고 가져오면 설치 및 구성 프로세스가 간소화됩니다. 이 명령줄 예제에서는
keytool이 사용자 경로에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예제에서 keystore 암호는 passwd로 표시
됩니다.

n 두 끝점 모두의 인증서에 X.500 고유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 인증 기관이 해당 기관이 부
여하는 인증서에 X.509 주체 대체 이름 확장을 포함하도록 권장합니다. vCloud Director에서는
인증서에 주체 대체 이름이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dname 및 -ext 옵션을 포함하여 keytool 명령을
숙지하십시오.

n keytool -dname 옵션의 인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표 1‑8.  keytool -dname 옵션에 필요한 정보

X.500 고유 이름 하
위 파트 keytool 키워드 설명 예

commonName CN 이 끝점의 IP 주소와 연결된 정
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CN=vcd1.example.com

organizationalUni
t

OU 이 인증서가 연결된 조직 내 조직
구성 단위(예: 부서 또는 사업
부)의 이름입니다.

OU=Engineering

organizationNam
e

O 이 인증서가 연결된 조직의 이름
입니다.

O=Example Corporation

localityName L 조직이 위치한 구/군/시의 이름
입니다.

L=Palo Alto

stateName S 조직이 위치한 시/도의 이름입니
다.

S=California

country C 조직이 위치한 국가의 이름입니
다.

C=US

프로시저

1 HTTP 서비스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만듭니다.

이 예제 명령은 이름이 certificates.ks인 keystore 파일에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만듭니다. 명확
하게 하기 위해 keytool 옵션은 별도 줄에 있습니다. -dname 옵션의 인수에 제공된 X.500 고유 이름
정보는 전제 조건에 표시된 값을 사용합니다. -ext 옵션에 대한 인수에 표시된 DNS 및 IP 값은 일반
적인 값입니다. -dname 옵션 인수에서 commonName(CN) 값에 대해 지정한 DNS 이름을 포함하여, 이
끝점이 연결할 수 있는 모든 DNS 이름을 포함하십시오. 여기 표시된 IP 주소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
다.

keytool 

   -keystore certificates.ks

   -alias http 

   -storepass passwd

   -keypass passwd

   -storetype JCEKS

   -genkeypair

   -keyalg RSA

   -keysize 2048

   -validity 365 

   -dname "CN=vcd1.example.com, OU=Engineering, O=Example Corp, L=Palo Alto S=California C=US" 

   -ext "san=dns:vcd1.example.com,dns:vcd1,ip:10.100.101.9"

중요   keystore 파일과 이 파일이 저장된 디렉터리를 vcloud.vcloud 사용자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
다. vCloud Director 설치 관리자가 이 사용자와 그룹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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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솔 프록시 서비스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만듭니다.

이 명령은 단계 1에서 만든 keystore 파일에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추가합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keytool 옵션은 별도 줄에 있습니다. -dname 옵션의 인수에 제공된 X.500 고유 이름 정보는 전
제 조건에 표시된 값을 사용합니다. -ext 옵션에 대한 인수에 표시된 DNS 및 IP 값은 일반적인 값입
니다. -dname 옵션 인수에서 commonName(CN) 값에 대해 지정한 DNS 이름을 포함하여, 이 끝점이 연
결할 수 있는 모든 DNS 이름을 포함하십시오. 여기 표시된 IP 주소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keytool 

   -keystore certificates.ks

   -alias consoleproxy 

   -storepass passwd

   -keypass passwd

   -storetype JCEKS

   -genkeypair

   -keyalg RSA

   -keysize 2048

   -validity 365 

   -dname "CN=vcd2.example.com, OU=Engineering, O=Example Corp, L=Palo Alto S=California C=US" 

   -ext "san=dns:vcd2.example.com,dns:vcd2,ip:10.100.101.10"

3 HTTP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 서명 요청을 만듭니다.

이 명령은 인증서 서명 요청을 http.csr 파일에 만듭니다.

keytool -keystore certificates.ks -storetype JCEKS -storepass passwd -certreq -alias http -file 

http.csr

4 콘솔 프록시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 서명 요청을 만듭니다.

이 명령은 인증서 서명 요청을 consoleproxy.csr 파일에 만듭니다.

keytool -keystore certificates.ks -storetype JCEKS -storepass passwd -certreq -alias consoleproxy -

file consoleproxy.csr

5 인증서 서명 요청을 인증 기관에 보냅니다.

인증 기관이 웹 서버 유형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Jakarta Tomcat을 사용합니다.

6 서명된 인증서를 받으면 해당 인증서를 keystore 파일에 가져옵니다.

a 인증 기관의 루트 인증서를 keystore 파일에 가져옵니다.

이 명령은 root.cer 파일에서 certificates.ks keystore 파일로 루트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keytool -storetype JCEKS -storepass passwd -keystore certificates.ks -import -alias root -file 

root.cer

b (선택 사항) 중간 인증서를 받으면 해당 인증서를 keystore 파일에 가져옵니다.

이 명령은 intermediate.cer 파일에서 certificates.ks keystore 파일로 중간 인증서를 가져옵니
다.

keytool -storetype JCEKS -storepass passwd -keystore certificates.ks -import -alias intermediate -

file intermediate.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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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TTP 서비스에 사용할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이 명령은 http.cer 파일에서 certificates.ks keystore 파일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keytool -storetype JCEKS -storepass passwd -keystore certificates.ks -import -alias http -file 

http.cer

d 콘솔 프록시 서비스에 사용할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이 명령은 consoleproxy.cer 파일에서 certificates.ks keystore 파일로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keytool -storetype JCEKS -storepass passwd -keystore certificates.ks -import -alias consoleproxy -

file consoleproxy.cer

7 keystore 파일의 컨텐츠를 나열하여 인증서를 모두 가져왔는지 확인합니다.

keytool -storetype JCEKS -storepass passwd -keystore certificates.ks -list

8 서버 그룹의 모든 vCloud Director 서버에서 이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후속 작업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과 해당하는 연결된 IP 주소 목록을 생성한 서버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
certificates.ks keystore 파일을 만든 경우에는 keystore 파일을 해당 서버에 지금 복사합니다.
keystore 경로 이름은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 구
성,”(30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 만들기

자체 서명된 인증서는 신뢰도 문제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vCloud Director의 SSL을 구성할 때 사용
하면 편리합니다.

각 vCloud Director 서버마다 Java keystore 파일에 2개의 SSL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HTTP 서비스용이고 다른 하나는 콘솔 프록시 서비스용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에서 서명한 인
증서나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된 인증서가 신뢰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   이 예제에서는 2,048비트 키 크기를 지정하지만, 적절한 키 크기를 선택하려면 설치 환경의 보안
요구 사항을 평가해야 합니다. 1,024비트보다 작은 키 크기는 NIST Special Publication
800-131A에 따라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명된 인증서를 만들고 가져오려면 “서명된 SSL 인증서 만들기 및 가져오기,”(18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필수 조건

n 이 서버에서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과 해당 도메인에 연결된 IP 주소의 목록을 생성합니다.

n HTTP 서비스에 사용할 주소와 콘솔 프록시 서비스에 사용할 주소를 선택합니다. “SSL 인증서 만
들기,”(18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Java 버전 7 런타임 환경이 설치된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고 keytool 명령을 사용하여 인증
서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vCloud Director 설치 관리자가 keytool의 복사본
을 /opt/vmware/vcloud-director/jre/bin/keytool에 배치하지만, Java 버전 7 런타임 환경이 설치된 모
든 컴퓨터에서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스에서 keytool을 사용하여 만든 인증서는
vCloud Director와 사용하도록 지원되지 않습니다.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구성
하기 전에 인증서를 만들고 가져오면 설치 및 구성 프로세스가 간소화됩니다. 이 명령줄 예제에서는
keytool이 사용자 경로에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예제에서 keystore 암호는 passwd로 표시
됩니다.

n 두 끝점 모두의 인증서에 X.500 고유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 인증 기관이 해당 기관이 부
여하는 인증서에 X.509 주체 대체 이름 확장을 포함하도록 권장합니다. vCloud Director에서는
인증서에 주체 대체 이름이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dname 및 -ext 옵션을 포함하여 keytool 명령을
숙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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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keytool -dname 옵션의 인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표 1‑9.  keytool -dname 옵션에 필요한 정보

X.500 고유 이름 하
위 파트 keytool 키워드 설명 예

commonName CN 이 끝점의 IP 주소와 연결된 정
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CN=vcd1.example.com

organizationalUni
t

OU 이 인증서가 연결된 조직 내 조직
구성 단위(예: 부서 또는 사업
부)의 이름입니다.

OU=Engineering

organizationNam
e

O 이 인증서가 연결된 조직의 이름
입니다.

O=Example Corporation

localityName L 조직이 위치한 구/군/시의 이름
입니다.

L=Palo Alto

stateName S 조직이 위치한 시/도의 이름입니
다.

S=California

country C 조직이 위치한 국가의 이름입니
다.

C=US

프로시저

1 HTTP 서비스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만듭니다.

이 예제 명령은 이름이 certificates.ks인 keystore 파일에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만듭니다. 명확
하게 하기 위해 keytool 옵션은 별도 줄에 있습니다. -dname 옵션의 인수에 제공된 X.500 고유 이름
정보는 전제 조건에 표시된 값을 사용합니다. -ext 옵션에 대한 인수에 표시된 DNS 및 IP 값은 일반
적인 값입니다. -dname 옵션 인수에서 commonName(CN) 값에 대해 지정한 DNS 이름을 포함하여, 이
끝점이 연결할 수 있는 모든 DNS 이름을 포함하십시오. 여기 표시된 IP 주소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
다.

keytool 

   -keystore certificates.ks

   -alias http 

   -storepass passwd

   -keypass passwd

   -storetype JCEKS

   -genkeypair

   -keyalg RSA

   -keysize 2048

   -validity 365 

   -dname "CN=vcd1.example.com, OU=Engineering, O=Example Corp, L=Palo Alto S=California C=US" 

   -ext "san=dns:vcd1.example.com,dns:vcd1,ip:10.100.101.9"

중요   keystore 파일과 이 파일이 저장된 디렉터리를 vcloud.vcloud 사용자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
다. vCloud Director 설치 관리자가 이 사용자와 그룹을 만듭니다.

vCloud Director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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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솔 프록시 서비스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만듭니다.

이 명령은 단계 1에서 만든 keystore 파일에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를 추가합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keytool 옵션은 별도 줄에 있습니다. -dname 옵션의 인수에 제공된 X.500 고유 이름 정보는 전
제 조건에 표시된 값을 사용합니다. -ext 옵션에 대한 인수에 표시된 DNS 및 IP 값은 일반적인 값입
니다. -dname 옵션 인수에서 commonName(CN) 값에 대해 지정한 DNS 이름을 포함하여, 이 끝점이 연
결할 수 있는 모든 DNS 이름을 포함하십시오. 여기 표시된 IP 주소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keytool 

   -keystore certificates.ks

   -alias consoleproxy 

   -storepass passwd

   -keypass passwd

   -storetype JCEKS

   -genkeypair

   -keyalg RSA

   -keysize 2048

   -validity 365 

   -dname "CN=vcd2.example.com, OU=Engineering, O=Example Corp, L=Palo Alto S=California C=US" 

   -ext "san=dns:vcd2.example.com,dns:vcd2,ip:10.100.101.10"

3 keystore 파일의 컨텐츠를 나열하여 인증서를 모두 가져왔는지 확인합니다.

keytool -storetype JCEKS -storepass passwd -keystore certificates.ks -list

4 서버 그룹의 모든 vCloud Director 서버에서 이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후속 작업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과 해당하는 연결된 IP 주소 목록을 생성한 서버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
certificates.ks keystore 파일을 만든 경우에는 keystore 파일을 해당 서버에 지금 복사합니다.
keystore 경로 이름은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 구
성,”(30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새 vCloud Director 설치를 위한 vShield Manager 설치 및 구성

vCloud Director는 클라우드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를 사용합니다. vCloud Director를 새로 설치하기 전에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를 설치 및 구성하고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의 고유 인스턴스를
vCloud Director 설치에 포함할 각 vCenter Server와 연결해야 합니다.

vShield Manager는 VMware vCloud Networking and Security 다운로드에 포함되어 있습니
다. vCloud Director와 호환되는 vShield Manager 지원 버전에 대한 최신 정보는 VMware
Partner Central에 있는 VMware Product Interoperability Matrixes(VMware 제품 상호 운용
성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Mware 파트너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VMware Partner Central에
로그인합니다. 네트워크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loud Director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vCloud Director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만 이 절차가 적용됩니다. vCloud Director의 기존 설
치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3장, “vCloud Director 업그레이드,”(3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필수 조건

n 각 vCenter Server 시스템이 vShield Manager를 설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합니다.

n vShield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에서 설명한 대로 vShield Manager 가상 장치의 설치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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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설치한 vShield Manager 가상 장치에 로그인하여 설치 중에 지정한 설정을 확인합니다.

2 계획한 vCloud Director 설치에서 vCloud Director에 추가하려는 vCenter Server 시스템과
설치한 vShield Manager 가상 장치를 연결합니다.

후속 작업

연결된 vShield Manager에서 VXLAN 지원을 구성합니다. vCloud Director에서는 VXLAN 네트
워크 풀을 생성하여 제공자 VDC에 네트워크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연결된 vShield Manager에
VXLAN 지원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제공자 VDC에서 네트워크 풀 오류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다른 유형
의 네트워크 풀을 만들어 제공자 VDC와 연결해야 합니다. VXLAN 지원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vShield Administration Guide(vShield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새 vCloud Director 설치를 위한 NSX Manager 설치 및 구성

vCloud Director는 클라우드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를 사용합니다. vCloud Director를 새로 설치하기 전에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를 설치 및 구성하고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의 고유 인스턴스를
vCloud Director 설치에 포함할 각 vCenter Server와 연결해야 합니다.

NSX는 VMware NSX for vSphere 다운로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vCloud Director와 호환되는
NSX Manager 지원 버전에 대한 최신 정보는 VMware Partner Central에 있는 VMware
Product Interoperability Matrixes(VMware 제품 상호 운용성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Mware 파트너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VMware Partner Central에 로그인합니다. 네트워크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loud Director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9 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중요   vCloud Director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만 이 절차가 적용됩니다. vCloud Director의 기존 설
치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3장, “vCloud Director 업그레이드,”(3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필수 조건

n 각 vCenter Server 시스템이 NSX Manager를 설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
다.

n NSX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에서 설명한 대로 NSX Manager 가상 장치의 설치 작업을 수행
합니다.

프로시저

1 설치한 NSX Manager 가상 장치에 로그인하여 설치 중에 지정한 설정을 확인합니다.

2 계획한 vCloud Director 설치에서 vCloud Director에 추가하려는 vCenter Server 시스템과
설치한 NSX Manager 가상 장치를 연결합니다.

후속 작업

연결된 NSX Manager에서 VXLAN 지원을 구성합니다. vCloud Director에서는 VXLAN 네트워
크 풀을 생성하여 제공자 VDC에 네트워크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연결된 NSX Manager에 VXLAN
지원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제공자 VDC에서 네트워크 풀 오류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다른 유형의 네트워
크 풀을 만들어 제공자 VDC와 연결해야 합니다. VXLAN 지원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SX
Administration Guide(NSX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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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QP 브로커 설치 및 구성

Advanced Message Queuing Protocol을 의미하는 AMQP는 메시지 큐의 개방형 표준으로, 엔터
프라이즈 시스템에 유연한 메시징 기능을 지원합니다. vCloud Director에는 RabbitMQ 같은 AMQP
브로커와 연동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AMQP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클라우드 작업자가 클라우드 내의
이벤트에 대한 알림 스트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AMQP 브로커를 설치하고 구
성해야 합니다.

AMQP 브로커를 vCloud Director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많은 통합에서 AMQP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와 통신합니다. 사용할 통합에 대한 설치 및 구성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http://info.vmware.com/content/12834_rabbitmq에서 RabbitMQ Server를 다운로드합
니다.

2 RabbitMQ 설치 지침에 따라 RabbitMQ를 원하는 호스트에 설치합니다.

각 vCloud Director 셀에서 네트워크에 있는 RabbitMQ 서버 호스트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
다.

3 RabbitMQ를 설치하는 동안 이 RabbitMQ 설치 환경과 연동하도록 vCloud Director를 구성할
때 지정해야 하는 값을 기록해 둡니다.

n RabbitMQ 서버 호스트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예: amqp.example.com)

n RabbitMQ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

n 브로커가 메시지를 수신하는 포트(기본값: 5672)

n RabbitMQ 가상 호스트(기본값: "/")

후속 작업

기본적으로 vCloud Director AMQP 서비스는 암호화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SSL을 사용하
여 이러한 메시지를 암호화하도록 구성할 경우 vCloud Director 서버에 있는 Java 런타임 환경의 기본
JCEKS 신뢰 저장소를 사용하여 브로커의 인증서가 확인됩니다. Java 런타임 환경은 일반적으로
$JRE_HOME/lib/security/cacerts 디렉터리에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AMQP 서비스에 SSL을 사용하려면 vCloud Director 웹 콘솔의 확장성 페이지에
서 AMQP 브로커 설정 섹션의 SSL 사용을 선택하고 다음 정보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n SSL 인증서 경로 이름

n JCEKS 신뢰 저장소 경로 이름과 암호

AMQP 브로커의 인증서를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인증서 수락을 선택합니다.

VMware 공용 키 다운로드 및 설치

설치 파일은 디지털로 서명됩니다. 서명을 확인하려면 VMware 공용 키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니
다.

Linux rpm 도구와 VMware 공용 키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설치 파일이나 vmware.com에서 다운
로드한 다른 모든 서명된 파일의 디지털 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를 설치할 예정
인 컴퓨터에 공용 키를 설치하면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작업의 일부로 디지털 서명이 확인됩니다. 설치나
업그레이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수동으로 서명을 확인한 후 확인된 파일을 모든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다운로드 사이트에는 다운로드의 체크섬 값이 함께 게시됩니다. 체크섬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식
으로 게시되는데, 체크섬을 확인하면 다운로드한 파일의 내용이 게시된 파일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섬은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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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VMware 패키징 공용 키를 저장할 디렉터리를 만듭니다.

2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http://packages.vmware.com/tools/keys 디렉터리에서 모든
VMware 공용 패키징 공용 키를 다운로드하십시오.

3 앞에서 만든 디렉터리에 키 파일을 저장합니다.

4 다운로드한 각 키에 대해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해당 키를 가져옵니다.

# rpm --import /key_path/key_name

key_path는 키가 저장된 디렉터리입니다.

key_name은 키의 파일 이름입니다.

vCloud Director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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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 서버 그룹 만들기 2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은 공용 데이터베이스 및 다른 구성 정보를 공유하는 하나 이상의
vCloud Director 서버로 구성됩니다. 서버 그룹을 만들려면 그룹의 첫 번째 구성원에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구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룹 구성원을 설치 및 구성하면 그
룹의 추가 구성원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지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

중요   이 절차는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존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에는 3장, “vCloud Director 업그레이드,”(3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vCloud Director를 설치하고 구성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1 지원되는 vCenter Server 시스템이 실행 중이고 vCloud Director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올
바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원되는 버전 및 구성 요구 사항은 “지원 플랫폼,”(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지원되는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가 실행 중이고, vCenter Server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vCloud Director와 사용하도록 올바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원되는 버전은 
“지원 플랫폼,”(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설치 및 구성 정보는 “새 vCloud Director
설치를 위한 vShield Manager 설치 및 구성,”(23 페이지) 및 “새 vCloud Director 설치를
위한 NSX Manager 설치 및 구성,”(24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 지원되는 서버 플랫폼이 하나 이상 있는지, 그리고
서버 플랫폼에 적합한 양의 메모리 및 스토리지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원되는 플랫폼과
구성 요구 사항은 “지원되는 vCloud Director 서버 운영 체제,”(1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서버 그룹의 구성원 각각에는 2개의 IP 주소, 즉 HTTP 서비스의 SSL 연결에 사용할 IP 주소
와 콘솔 프록시 서비스에 사용할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n 각 서버에는 각 IP 주소에 대한 SSL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SSL 인증서의 경로 이름에 포함
된 모든 디렉터리는 모든 사용자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SL 인증서 만들
기,”(1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전송 서비스의 경우 각 서버는 NFS 또는 기타 공유 스토리지 볼륨을 /opt/vmware/vcloud-
director/data/transfer에 마운트해야 합니다. 서버 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이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요구 사항 요약,”(13 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n 각 서버는 Microsoft Sysprep 배포 패키지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
버에 Microsoft Sysprep 파일 설치,”(3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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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그룹의 모든 서버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목록을 보려면 “지원되는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1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계정을 만들었고 해당 계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Cloud Director 데이
터베이스 설치 및 구성,”(1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다시 부팅되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시작되는지 확인합니다.

5 모든 vCloud Director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모든 vCenter Server 시스템 및 해당 vCenter
Server 시스템의 연결된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 구성 요소가 서로의 이름을 
“vCloud Director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요구 사항 요약,”(13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대로 확인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 모든 vCloud Director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vCloud Director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요
구 사항 요약,”(13 페이지)에 나와 있는 허용치 내에서 네트워크 시간 서버와 동기화되는지 확인합
니다.

7 LDAP 서비스로부터 사용자나 그룹을 가져올 계획이 있는 경우, 각 vCloud Director 서버가 해당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8 “네트워크 보안 권장 사항,”(14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방화벽 포트를 엽니다.
vCloud Director와 vCenter Server 시스템 사이에는 포트 443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서버 그룹의 첫 번째 구성원에서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성,”(28 페이지)

n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 구성,”(30 페이지)

n “서버 그룹의 추가 구성원에서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설치,”(33 페이지)

n “서버에 Microsoft Sysprep 파일 설치,”(35 페이지)

n “vCloud Director 서비스 시작 또는 중지,”(36 페이지)

n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제거,”(36 페이지)

서버 그룹의 첫 번째 구성원에서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성

vCloud Director의 모든 구성원은 그룹의 첫 번째 구성원을 설치 및 구성할 때 지정하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및 기타 구성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그룹에 구성원을 추가할 때 사용해야 하는 지시 파
일에 캡처됩니다.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서명된 Linux 실행 파일인 vmware-vcloud-director-8.0.0-
nnnnnn.bin으로 배포됩니다. 여기서 nnnnnn은 빌드 번호입니다.

vCloud Director 설치 관리자는 대상 서버가 모든 플랫폼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서버
에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대상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에는 서버의 네트워
크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구성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이 서버 그룹의 추가 구
성원을 구성할 때 사용해야 하는 지시 파일을 만듭니다.

필수 조건

n 대상 서버와 해당 서버가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vCloud Director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요구 사
항 요약,”(13 페이지)에 지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n 대상 서버에 대한 슈퍼 사용자 자격 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대상 서버가 공유 전송 서비스 스토리지 볼륨을 /opt/vmware/vcloud-director/data/transfer에 마운트하
는지 확인합니다.

vCloud Director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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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설치 관리자가 설치 파일의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도록 하려면 VMware 공용 키를 대상 서버에 다운
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설치 파일의 디지털 서명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설치 과정 중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VMware 공용 키 다운로드 및 설치,”(2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대상 서버에 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설치 파일을 대상 서버에 다운로드합니다.

CD나 기타 미디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모든 대상 서버가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
에 설치 파일을 복사하십시오.

3 다운로드한 파일의 체크섬이 다운로드 페이지에 게시된 체크섬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MD5 및 SHA1의 체크섬 값은 다운로드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과 다
운로드 페이지에 표시된 체크섬이 같은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십시오. 다음 형식의 Linux
명령은 installation-file에 대한 체크섬을 표시합니다.

[root@cell1 /tmp]# md5sum installation-file

checksum-value installation-file 

이 명령에서 생성한 checksum-value를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복사한 MD5 체크섬과 비교합니다.

4 설치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치 파일은 실행 권한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콘솔, 셸 또는 터
미널 창을 열고 다음 Linux 명령을 실행합니다. 명령에서 installation-file은 vCloud Director
설치 파일의 전체 경로 이름입니다.

[root@cell1 /tmp]# chmod u+x installation-file

5 콘솔, 셸 또는 터미널 창에서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당 파일의 전체 경로를 입력합니다.

[root@cell1 /tmp]# ./installation-file

이 파일에는 설치 스크립트와 내장된 RPM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공백이 포함된 디렉터리가 해당 경로 이름에 있는 설치 파일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상 서버에 VMware 공용 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경고를 표
시합니다.

warning:installation-file.rpm: Header V3 RSA/SHA1 signature: NOKEY, key ID 66fd4949

설치 관리자가 실행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호스트가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b 설치 파일의 디지털 서명 확인

c vcloud 사용자 및 그룹 만들기

d vCloud Director RPM 패키지 압축 풀기

e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면 서버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구성하는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하라
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후속 작업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n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27 페이지)에 나열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y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장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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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할 준비가 안 된 경우 n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셸로 돌아갑니다.

구성 스크립트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 구성,”(30 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 구성
서버에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서버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구성하는 스
크립트를 실행하라는 메시지가 설치 관리자에 표시됩니다.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먼저 서버에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
되면 스크립트를 실행하라는 메시지가 설치 관리자에 표시되지만, 스크립트를 나중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
다.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후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루트로 로그인하고, 콘솔, 셸 또는 터
미널 창을 열고 다음을 입력합니다.

/opt/vmware/vcloud-director/bin/configure

구성 스크립트는 vCloud Director 서버 한 대에 대한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만들고, 이후의
서버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가 포함된 지시 파일을 만듭니다.

참고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서버 그룹의 첫 번째 구성원을 구성한 후 그룹의 추가 구성원을 구성할
때는 -r 옵션을 사용하고 지시 파일 경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시 파일 보호 및 다
시 사용,”(3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필수 조건

n 지원되는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를 vCloud Director 서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설치 및 구성,”(15 페이지) 및 “vCloud Director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다음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n 이 서버의 SSL 인증서가 포함된 keystore 파일의 위치 및 암호. “서명된 SSL 인증서 만들기
및 가져오기,”(1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구성 스크립트는 권한 있는 ID로 실행되는 게 아니
기 때문에 keystore 파일과 해당 파일이 저장된 디렉터리는 모든 사용자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
다.

n 각 SSL 인증서의 암호.

n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n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연결 포트

n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과 암호). 이 사용자는 특정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가
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설치 및 구성,”(15 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HTTP 및 콘솔 프록시 서비스에 사용할 IP 주소를 지정합니다.

서버 그룹의 각 구성원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SSL 연결, 즉 HTTP 서비스용과 콘솔 프록시 서비스
용으로 사용할 IP 주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구성 절차를 시작하려면 스크립트를 통해 검색된 IP 주
소를 어느 서비스에 사용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Please indicate which IP address available on this machine should be used for the HTTP service and 

which IP address should be used for the remote console proxy. The HTTP service IP address is used for 

accessing the user interface and the REST API. The remote console proxy IP address is used for all 

remote console (VMRC) connections and traffic. Please enter your choice for the HTTP service IP 

address: 1: 10.17.118.158 2: 10.17.118.159 Choice [default=1]:2

Please enter your choice for the remote console proxy IP address 1: 10.17.118.158 Choice [defaul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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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ava keystore 파일의 전체 경로를 지정합니다.

Please enter the path to the Java keystore containing your SSL certificates and private 

keys:/opt/keystore/certificates.ks

3 keystore 및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Please enter the password for the keystore: Please enter the private key password for the 'http' SSL 

certificate: Please enter the private key password for the 'consoleproxy' SSL certificate: 

4 감사 메시지 처리 옵션을 구성합니다.

각 vCloud Director 셀의 서비스는 감사 메시지를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며,
감사 메시지는 90일 동안 보존됩니다. 감사 메시지를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syslog 유틸리티에도 보내도록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구성하면 감사 메시지를 더 오랫동안 보
존할 수 있습니다.

옵션 작업

감사 메시지를 syslog 및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모
두에 기록하려면

syslog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감사 메시지를 vCloud Director 데
이터베이스에만 기록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If you would like to enable remote audit logging to a syslog host please enter the hostname or IP 

address of the syslog server. Audit logs are stored by vCloud Director for 90 days. Exporting logs via 

syslog will enable you to preserve them for as long as necessary. Syslog host name or IP address 

[press Enter to skip]:10.150.10.10

5 syslog 프로세스가 지정한 서버를 모니터링할 포트를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포트 514입니다.

What UDP port is the remote syslog server listening on? The standard syslog port is 514. 

[default=514]: Using default value "514" for syslog port.

6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지정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The following database types are supported: 1. Oracle 2. Microsoft SQL Server Enter the database type 

[default=1]: Using default value "1" for database type.

7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지정합니다.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따라 스크립트에 필요한 정보는 달라집니다. 이 예제에서는 Oracle 데
이터베이스를 지정한 경우의 프롬프트를 보여 줍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대한 프롬프트도 이
와 유사합니다.

a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호스트 이름이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Enter the host (or IP address) for the database:10.150.10.78

b 데이터베이스 포트를 입력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Enter the database port [default=1521]: Using default value "1521" for port.

2장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 만들기

VMware, Inc.  31



c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Enter the database service name [default=oracle]:orcl.example.com

Enter 키를 누르면 구성 스크립트에 기본값이 사용되는데, 일부 설치 작업에서는 기본값이 올바
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름을 찾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데이터베이스 구성,”(1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d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Enter the database username:vcloud

Enter the database password:

지정한 정보를 스크립트가 확인한 후 세 가지 단계가 진행됩니다.

1 데이터베이스가 초기화되고 이 서버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됩니다.

2 이 호스트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시작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vCloud Director 서비스가 시작된 후 설치 마법사에 연결할 수 있는 URL이 표시됩니다.

아래 코드는 스크립트가 어떻게 완료되는지 보여 줍니다.

Connecting to the database: jdbc:oracle:thin:vcloud/vcloud@10.150.10.78:1521/vcloud

...........

Database configuration complete. Once the vCloud Director server has been started you will be able to 

access the first-time setup wizard at this URL: http://vcloud.example.com Would you like to start the 

vCloud Director service now? If you choose not to start it now, you can manually start it at any time using 

this command: service vmware-vcd start

Start it now? [y/n]:y

Starting the vCloud Director service (this may take a moment). The service was started; it may be several 

minutes before it is ready for use. Please check the logs for complete details. vCloud Director 

configuration is now complete. Exiting...

후속 작업

참고   구성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와 재사용 가능한 기타 지시 사항은 이 서
버의 /opt/vmware/vcloud-director/etc/responses.properties 파일에 보존됩니다. 이 파일에는 서버 그룹에 다
른 서버를 추가할 때 다시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파일을 안전한 위치에 저장하고 필
요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그룹에 서버를 더 추가하려면 “서버 그룹의 추가 구성원에서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설치,”
(3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서버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가 실행되면 스크립트 완료 후 표시되는 URL에서 설치 마법사
를 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 “vCloud Director 설정,”(4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지시 파일 보호 및 다시 사용

첫 번째 vCloud Director 서버를 구성할 때 지정하는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 세부 정보는 지시
파일에 저장됩니다. 이 파일에는 서버 그룹에 서버를 더 추가할 때 다시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포
함됩니다. 파일을 안전한 위치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시 파일은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구성하는 첫 번째 대상 서버의 /opt/vmware/vcloud-
director/etc/responses.properties에 만들어집니다. 그룹에 더 많은 서버를 추가하면 이 지시 파일의 사본
을 사용하여 모든 서버가 공유하는 구성 매개 변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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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1 지시 파일을 보호합니다.

파일의 사본을 안전한 위치에 저장합니다. 이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파일을 안전한 위치에
백업합니다. 파일을 백업할 경우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텍스트를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
오.

2 지시 파일을 다시 사용합니다.

a 구성할 준비가 된 서버가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에 파일을 복사합니다.

참고   지시 파일을 재사용하여 서버를 구성하려면 먼저 서버에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예제에 나온 대로 지시 파일의 경로 이름에 포함된 모든 디렉터리는
vcloud.vcloud 사용자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root@cell1 /tmp]# ls -l responses.properties

-rw------- 1 vcloud vcloud 418 Jun 8 13:42 responses.properties 

설치 관리자가 이 사용자 및 그룹을 만듭니다.

b -r 옵션을 사용하고 지시 파일 경로 이름을 지정하여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루트로 로그인하고, 콘솔, 셸 또는 터미널 창을 열고 다음을 입력합니다.

[root@cell1 /tmp]# /opt/vmware/vcloud-director/bin/configure -r /path-to-response-file

후속 작업

추가 서버를 구성한 후에는 해당 서버를 구성하는 데 사용한 지시 파일의 사본을 삭제합니다.

서버 그룹의 추가 구성원에서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설치
언제든지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에 서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버 그룹에 속한 모든 서버는 동
일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사용하여 구성되어야 하므로 그룹의 첫 번째 서버를 구성할 때 만든 지시
파일을 사용하여 추가 구성원을 구성할 때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n 이 서버 그룹의 첫 번째 구성원을 설치 및 구성할 때 만들어진 지시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시 파일 보호 및 다시 사용,”(3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n 이 서버에서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n 설치 관리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에 이 서버에 대해 만든 SSL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명된 SSL 인증서 만들기 및 가져오기,”(1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구
성 스크립트는 권한 있는 ID로 실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keystore 파일과 해당 파일이 저장된 경
로를 모든 사용자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버 그룹의 모든 구성원에 동일한 keystore 경로
(예: /tmp/certificates.ks)를 사용하면 설치 프로세스가 간소화됩니다.

n 다음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n 이 서버의 SSL 인증서가 포함된 keystore 파일의 암호

n 각 SSL 인증서의 암호.

프로시저

1 대상 서버에 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설치 파일을 대상 서버에 다운로드합니다.

CD나 기타 미디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모든 대상 서버가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
에 설치 파일을 복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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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치 파일은 실행 권한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콘솔, 셸 또는 터
미널 창을 열고 다음 Linux 명령을 실행합니다. 명령에서 installation-file은 vCloud Director
설치 파일의 전체 경로 이름입니다.

[root@cell1 /tmp]# chmod u+x installation-file

4 이 서버가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에 지시 파일을 복사합니다.

지시 파일의 경로 이름에 포함된 모든 디렉터리를 루트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5 콘솔, 셸 또는 터미널 창에서 -r 옵션을 사용하고 지시 파일 경로 이름을 지정하여 설치 파일을 실행
합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당 파일의 전체 경로를 입력합니다.

[root@cell1 /tmp]# ./installation-file -r /path-to-response-file

이 파일에는 설치 스크립트와 내장된 RPM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공백이 포함된 디렉터리가 해당 경로 이름에 있는 설치 파일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상 서버에 VMware 공용 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경고를 표
시합니다.

warning:installation-file.rpm: Header V3 RSA/SHA1 signature: NOKEY, key ID 66fd4949

설치 관리자가 -r 옵션과 함께 실행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호스트가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b 설치 파일의 디지털 서명 확인

c vcloud 사용자 및 그룹 만들기

d vCloud Director RPM 패키지 압축 풀기

e 소프트웨어 설치

f vcloud.vcloud가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지시 파일을 복사합니다.

g 지시 파일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구성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구성 스크립트가 실행되면 지시 파일에 저장된 경로(예: /tmp/certificates.ks)에서 인증서를 찾은 다
음 keystore와 인증서 암호를 지정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구성 스크립트가 지시 파일에 저장
된 경로 이름에서 유효한 인증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경로 이름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
니다.

6 (선택 사항) 서버 그룹에 서버를 더 추가하려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후속 작업

클라우드에서 특정 이전 Microsoft 운영 체제에 대한 게스트 사용자 지정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
버 그룹의 모든 구성원에 Sysprep 파일을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버에 Microsoft Sysprep
파일 설치,”(3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구성 스크립트가 완료되고 모든 서버에 vCloud Director 서비스가 실행되면 스크립트 완료 후 표시되는
URL에서 설치 마법사를 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 “vCloud Director 설정,”(49 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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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 Microsoft Sysprep 파일 설치
vCloud Director가 일부 이전 Windows 게스트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가상 시스템에 대해 게스트 사
용자 지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서버 그룹의 각 구성원에 적절한 Microsoft Sysprep
파일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부 이전 Microsoft 운영 체제에만 Sysprep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운영 체제에 대한 게스트 사
용자 지정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Sysprep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Sysprep 바이너리 파일을 설치하려면 해당 파일을 서버의 특정 위치에 복사합니다. 서버 그룹의 각 구
성원에 파일을 복사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Windows 2003 및 Windows XP의 32비트 및 64비트 Sysprep 바이너리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
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대상 서버에 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디렉터리를 $VCLOUD_HOME/guestcustomization/default/windows로 변경합니다.

[root@cell1 /]# cd /opt/vmware/vcloud-director/guestcustomization/default/windows

3 sysprep라는 디렉터리를 만듭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director/guestcustomization/default/windows]# mkdir sysprep

4 Sysprep 바이너리 파일이 필요한 각 게스트 운영 체제에 대해
$VCLOUD_HOME/guestcustomization/default/windows/sysprep의 하위 디렉터리를 만듭니다.

하위 디렉터리 이름은 게스트 운영 체제에 따라 다릅니다.

표 2‑1.  Sysprep 파일에 대한 하위 디렉터리 할당

게스트 OS
$VCLOUD_HOME/guestcustomization/default/windows/sysprep 아
래에 만들 하위 디렉터리

Windows 2003(32비
트)

svr2003

Windows 2003(64비
트)

svr2003-64

Windows XP(32비트) xp

Windows XP(64비트) xp-64

예를 들어 Windows XP용 Sysprep 바이너리 파일을 보관할 하위 디렉터리를 만들려면 다음
Linux 명령을 사용합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director/guestcustomization/default/windows]# mkdir sysprep/xp

5 Sysprep 바이너리 파일을 서버 그룹에 포함된 각 vCloud Director 서버의 적절한 위치에 복사합
니다.

6 vcloud.vcloud 사용자가 Sysprep 파일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Linux chown 명령을 사용합니다.

[root@cell1 /]# chown -R vcloud:vcloud $VCLOUD_HOME/guestcustomization

Sysprep 파일이 서버 그룹의 모든 구성원에 복사되었으면 클라우드의 가상 시스템에 대한 게스트 사용
자 지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ysprep 파일이 복사된 후 vCloud Director를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
습니다.

2장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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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 서비스 시작 또는 중지
서버에서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을 모두 완료하면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실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시작하라는 구성 스크립트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스크립트가 이러한 서비
스를 시작하도록 하거나 나중에 서비스를 직접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실행해야만 설치
를 완료하고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서비스는 서버를 다시 부팅할 때마다 시작됩니다.

중요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일부로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에는 서비스를 중지하기 전에 셀을 정지시킬 수 있는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서버 정지 및 종료,”(3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대상 서버에 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중지합니다.

옵션 작업

서비스 시작 콘솔, 셸 또는 터미널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ervice vmware-vcd start

셀이 사용 중일 때 서비스 중지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합니다.

셀이 사용 중이 아닐 때 서비스를 중
지합니다.

콘솔, 셸 또는 터미널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ervice vmware-vcd stop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제거
Linux rpm 명령을 사용하여 개별 서버에서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대상 서버에 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일반적으로 /opt/vmware/vcloud-director/data/transfer에 마운트되어 있는 전송 서비스 스토리지를 마
운트 해제합니다.

3 콘솔, 셸 또는 터미널 창을 열고 rpm 명령을 실행합니다.

rpm -e vmware-vcloud-director

vCloud Director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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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 업그레이드 3
vCloud Director를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에 포함된 각 서버에
새 버전을 설치하고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한 후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다
시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   이 업그레이드 절차에서는 vCloud Director 8.0과도 호환되는 VMware vSphere 및 네트워
킹 구성 요소(VMware NSX for vSphere 또는 VMware vCloud Networking and Security)를
사용하는 vCloud Director 설치를 업그레이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http://partnerweb.vmware.com/comp_guide/sim/interop_matrix.php의 VMware 제품 상
호 운용성 매트릭스에서 현재 실행 중인 vCloud Director 버전 및 vCloud Director 8.0과 호환되는
다른 VMware 제품의 버전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vCloud Director 설치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의 일부를 vCloud Director 8.0과도 호환되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서버를 업그레이드한 후에는 해당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모든 vCloud Director 작업의 상태를 포함하여 서버의 런
타임 상태 정보가 저장됩니다. 업그레이드 이후 데이터베이스에 잘못된 작업 정보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
려면 서버에 활성 상태의 작업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업그레이드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은 다음의 아티팩트도 업그레이드할 때 유지됩니다.

n 로컬 및 전역 속성 파일은 새 설치 환경에 복사됩니다.

n 게스트 사용자 지정에 사용되는 Microsoft sysprep 파일은 새 설치 환경에 복사됩니다.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요청을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의 멤버로 분산하는 경우(“로
드 밸런서를 통해 서비스 가동 중지 시간 단축,”(38 페이지) 참조) 이외에는, 업그레이드 시 데이터베
이스 및 최소 하나의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충분한 vCloud Director 다운타임이 필요합니다.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 업그레이드
1 vCloud Director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동

안 유지 관리 메시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 유지 관리 메시지 표시,”(39 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2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서버 그룹의 모든 셀을 정지시키고 각 서버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
를 종료합니다.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서버 정지 및 종료,”(3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서버 그룹의 모든 구성원에서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서버 그룹의 원
하는 구성원에서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4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서버
는 개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동시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vCloud Director 데
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는 그룹의 업그레이드된 구성원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합니다.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
드,”(4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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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그레이드된 서버에서 vCloud Director를 다시 시작합니다. “vCloud Director 서비스 시작 또
는 중지,”(3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vCloud Director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7 (선택 사항) 연결된 각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업그레이드
를 통해 설치된 vCloud Director 버전과 호환되는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 소
프트웨어 버전으로 이 서버 그룹에 등록된 모든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 설치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서 호환되지 않는 버전의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를 감지하는 경우 업그레이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vCloud Director 버전에
도입된 네트워킹 기능을 사용하려면 “지원 플랫폼,”(9 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신 버전의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연결된 vCenter Server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 업그레이드,”(44 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8 (선택 사항) 연결된 각 vCenter Server 시스템과 호스트를 업그레이드합니다. “vCenter
Server 시스템, 호스트 및 vShield Edge Appliance 업그레이드,”(4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업그레이드를 통해 설치된 vCloud Director 버전과 호환되는 vCenter Server 소프트웨어 버
전으로 이 서버 그룹에 등록된 모든 vCenter Server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vCenter
Server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후 vCloud Director에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지원 플랫폼,”(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업그레이드 완료 후 브라우저에 vCloud Director 웹 콘솔이 열려 있으면, 로그아웃하고 브라우
저 캐시를 지운 다음 웹 콘솔에 다시 로그인하십시오.

로드 밸런서를 통해 서비스 가동 중지 시간 단축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거나 특정 서버로 요청을 전송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버 그룹
의 일부 서버만 업그레이드하고 나머지 서버에서는 기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하면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시간 만큼만 vCloud Director
서비스가 가동 중지되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중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작업은 서버 그룹의 일부가 작동되는 한 계속 실행됩니다. 또한 콘솔 세션이 중단될 수 있지만 다시 시작
하면 됩니다.

1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요청을 그룹의 서버 중 일부에 리디렉션합니다. 로드 밸
런서의 권장 절차를 따르십시오.

2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요청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는 셀을 정지시키고 해당 서버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참고   서버의 콘솔 프록시를 통해 라우팅되는 콘솔 세션은 서버가 종료될 때 중단됩니다. 클라이언트
는 콘솔 창을 새로 고쳐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서버 정지 및 종료,”(3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서버 그룹의 구성원 중 vCloud Director를 중지한 구성원에서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업
그레이드하되,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서버 그룹의 원하는 구성원에서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4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아직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셀을 정지시키고 해당 서버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5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합니다.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
드,”(4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업그레이드된 서버에서 vCloud Director를 다시 시작합니다. “vCloud Director 서비스 시작 또
는 중지,”(3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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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택 사항) 연결된 각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연결된
vCenter Server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 업그레이드,”
(44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8 (선택 사항) 연결된 각 vCenter Server 시스템과 호스트를 업그레이드합니다. “vCenter
Server 시스템, 호스트 및 vShield Edge Appliance 업그레이드,”(4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
오.

9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요청을 업그레이드된 서버로 리디렉션합니다.

10 그룹의 나머지 서버에서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해당 서버에서 vCloud Director를 다시 시작합니다. “서버 그룹의 원하는 구성원에서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4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시 유지 관리 메시지 표시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시스템에서 유지 관리 메
시지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셀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적어도 하나의 셀은 액세스 가능한 상태로 남겨 두
어야 합니다. 셀 유지 관리 메시지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대상 셀에서 /opt/vmware/vcloud-
director/bin/vmware-vcd-cell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root@cell1 /opt/vmware/vcloud-director/bin]# ./vmware-vcd-cell maintenance

업그레이드된 셀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준비가 되면 셀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유지 관리 메시지를
해제하면 됩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director/bin]# service vmware-vcd restart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서버 정지 및 종료,”(39 페이지)

n “서버 그룹의 원하는 구성원에서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41 페이지)

n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43 페이지)

n “연결된 vCenter Server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 업
그레이드,”(44 페이지)

n “vCenter Server 시스템, 호스트 및 vShield Edge Appliance 업그레이드,”(46 페이지)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서버 정지 및 종료
vCloud Director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서버의 셀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정지시키고 종료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비동기 작업 각각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업 개체를 만듭
니다. 현재 실행 중인 작업과 최근에 완료된 작업 모두에 대한 정보는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면 이 작업 정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 중인 작
업이 없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면 새 작업이 시작되지 않도록 작업 스케줄러를 일시 중단하고 활성 작업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vCloud Director에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하여 해당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장, “셀 관리 도구 참조 사항,”(53 페이지)을 참조하
십시오. 실행 중인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n 대상 서버에 대한 슈퍼 사용자 자격 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 자격 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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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업그레이드 중 vCloud Director 클라이언트에서 이 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
우 /opt/vmware/vcloud-director/bin/vmware-vcd-cell 명령을 사용하여 셀 유지 관리 메시지를 설정합니
다.

[root@cell1 /opt/vmware/vcloud-director/bin]# ./vmware-vcd-cell maintenance

이 명령은 셀에서 유지 관리 메시지를 사용하여 모든 요청에 응답하도록 합니다. 로드 밸런서나 유사
한 도구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 중 셀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셀 유지 관리 메시지를 설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시저

1 대상 서버에 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셀을 정상적으로 종료합니다.

a 현재 작업 상태를 검색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cell-management-tool 명령은 시스템 관리자 자격 증명을 제공하고 실행 중인 작업
의 수를 반환합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u administrator cell --status

Job count = 3 Is Active = true

b 작업 스케줄러를 중지하여 셀을 정지시킵니다.

다음 형식의 cell-management-tool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root@cell1 /opt/vmware/vcloud-

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u administrator cell --quiesce true

이 명령을 사용하면 새 작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작업은 완료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계속
실행됩니다. 작업을 취소하려면 vCloud Director 웹 콘솔이나 REST API를 사용하십시오.

c Job count 값이 0이고 Is Active 값이 false이면 셀을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형식의 cell-management-tool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root@cell1 /opt/vmware/vcloud-

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u administrator cell --shutdown

참고   cell-management-tool 명령줄에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 암호를 지정할 수도 있지
만 암호를 생략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그러면 cell-management-tool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
가 표시되며, 암호 입력 시 화면에 암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서버의 콘솔 프록시를 통해 라우팅되는 콘솔 세션은 서버가 종료될 때 중단됩니다. 서버 그룹의
다른 구성원이 여전히 활성 상태인 경우 클라이언트는 콘솔 창을 새로 고쳐서 복구할 수 있습니
다.

후속 작업

셀 관리 도구가 이 서버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중지한 후에 서버의 vCloud Director 소프트
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서버에 필요한 다른 유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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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그룹의 원하는 구성원에서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업그레이
드

vCloud Director 설치 관리자는 대상 서버가 모든 업그레이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해당
서버의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는 이름이 vmware-vcloud-director-8.0.0-nnnnnn.bin인 Linux 실행 파일
로 배포되며, 여기에서 nnnnnn은 빌드 번호입니다. 서버 그룹의 구성원에 업그레이드가 설치된 후 업
그레이드된 서버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려면 그룹에서 사용하는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도구를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n 대상 서버에 대한 슈퍼 사용자 자격 증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 설치 관리자가 설치 파일의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도록 하려면 VMware 공용 키를 대상 서버에 다운
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설치 파일의 디지털 서명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설치 과정 중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VMware 공용 키 다운로드 및 설치,”(2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n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서버의 셀에 있는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정지시키고 종료합니다.

n 업그레이드할 버전의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라이센스 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대상 서버에 루트로 로그인합니다.

2 설치 파일을 대상 서버에 다운로드합니다.

CD나 기타 미디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모든 대상 서버가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
에 설치 파일을 복사하십시오.

3 다운로드한 파일의 체크섬이 다운로드 페이지에 게시된 체크섬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MD5 및 SHA1의 체크섬 값은 다운로드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과 다
운로드 페이지에 표시된 체크섬이 같은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십시오. 다음 형식의 Linux
명령은 installation-file에 대한 체크섬을 표시합니다.

[root@cell1 /tmp]# md5sum installation-file

checksum-value installation-file 

이 명령에서 생성한 checksum-value를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복사한 MD5 체크섬과 비교합니다.

4 설치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치 파일은 실행 권한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콘솔, 셸 또는 터
미널 창을 열고 다음 Linux 명령을 실행합니다. 명령에서 installation-file은 vCloud Director
설치 파일의 전체 경로 이름입니다.

[root@cell1 /tmp]# chmod u+x installation-file

5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셀을 정지시키고 서버에서 실행 중인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종료합니
다.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서버 정지 및 종료,”(3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6 콘솔, 셸 또는 터미널 창에서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하려면 설치 파일의 전체 경로 이름(예: ./installation-file)을 입력하십시오. 파일
에는 설치 스크립트와 내장 RPM 패키지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   공백이 포함된 디렉터리가 해당 경로 이름에 있는 설치 파일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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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파일에 있는 것과 동일한 버전이거나 이후 버전인 vCloud Director가 이 서버에 설치되어 있
으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업그레이드가 종료됩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서버의 업그레이드
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hecking architecture...done

Checking for a supported Linux distribution...done

Checking for necessary RPM prerequisites...done

Checking free disk space...done

An older version of VMware vCloud Director has been detected

7 업그레이드 프롬프트에 응답합니다.

옵션 작업

업그레이드를 계속합니다. y를 입력합니다.

현재 설치 환경을 변경하지 않고 셸로
돌아갑니다.

n을 입력합니다.

 

서버를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인하면 설치 관리자는 호스트가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고, vCloud Director RPM 패키지의 압축을 풀고, 서버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
를 중지한 후, 설치되어 있는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Do you wish to proceed with the upgrade? (y/n)? y 

Extracting vmware-vcloud-director ......done

Upgrading VMware vCloud Director...

Installing the VMware vCloud Director 

Preparing...                ##################################################

vmware-vcloud-director      ##################################################

Migrating settings and files from previous release...done

Migrating in-progress file transfers to /opt/vmware/vcloud-director/data/transfer...done

Uninstalling previous release...done

대상 서버에 VMware 공용 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경고를 표
시합니다.

warning:installation-file.rpm: Header V3 RSA/SHA1 signature: NOKEY, key ID 66fd4949

대상 서버의 기존 global.properties 파일을 변경할 경우 설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경고를 표
시합니다.

warning: /opt/vmware/vcloud-director/etc/global.properties created as /opt/vmware/vcloud-

director/etc/global.properties.rpmnew

대부분의 업그레이드에는 이런 종류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이 경고가 표시됩니다. 기존
global.properties 파일을 변경한 경우 global.properties.rpmnew에서 변경 사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8 (선택 사항) 로깅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면 /opt/vmware/vcloud-director/etc/log4j.properties.rpmnew 파일에 새 로깅 속성이
기록됩니다.

옵션 작업

기존 로깅 속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 파일을 /opt/vmware/vcloud-director/etc/log4j.properties에 복사
합니다.

로깅 속성을 변경한 경우 /opt/vmware/vcloud-director/etc/log4j.properties.rpmnew 파일을 기
존 /opt/vmware/vcloud-director/etc/log4j.properties와 병합합니다.
이러한 파일을 병합하면 변경 내용이 보존됩니다.

 

vCloud Director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이전 구성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었는지 나타내는
메시지가 표시된 후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도구를 실행해야 한다고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vCloud Director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

42  VMware, Inc.



후속 작업

n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으면 이 서버가 사용하는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를 업그레이드합니다.

n 이 서버 그룹이 사용하는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업그레이드한 경우 업그레이드된
서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 서비스 시작 또는 중지,”(36 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에 속한 서버를 업그레이드한 후에는 서버의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룹의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에 속한 모든 서버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
는 서버 수에 관계없이 한 번만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업그레이드되면
vCloud Director 서버가 업그레이드되기 전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필수 조건

중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 권장하는 절차
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모든 vCloud Director 셀이 비활성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서버 정지 및 종
료,”(3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콘솔, 셸 또는 터미널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스크립트를 실행합
니다.

/opt/vmware/vcloud-director/bin/upgrade

중요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스크립트가 이 vCloud Director 설치에 호환되지 않는 버전의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가 등록되어 있음을 감지하는 경우 이 경고 메시지가 표
시되고 업그레이드가 취소됩니다.

One or more vShield Manager servers registered to this vCloud Director installation are not supported 

by the version of vCloud Director you are upgrading to. Upgrade canceled, please follow the procedures 

in the vShield Manager Upgrade Guide to upgrade those unsupported vShield Manager ser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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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프롬프트에 응답합니다.

a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를 계속할지 확인합니다.

Welcome to the vCloud Director upgrade utility This product is intended for use only by service 

providers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VMware Service Provider Partner (VSPP) Program. If 

you are a member of the VSPP Program, please locate your license key before proceeding. If you are 

not a member of this program, do not proceed with this upgrade. Upgrading without a proper key 

will invalidate your support contract. This utility will apply several updates to the database. 

Please ensure you have created a backup of your database prior to continuing. Do you wish to 

upgrade the product now? [Y/N]: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옵션 작업

업그레이드를 계속합니다. y를 입력합니다.

현재 vCloud Director 데이터베
이스를 변경하지 않고 셸로 돌아갑
니다.

n을 입력합니다.

 

b (선택 사항) 필요한 경우 셀이 비활성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도구에서 아직도 활성 상태인 셀을 발견하면 업그레이드를 계속할지 아
니면 종료할지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Found active cell. Name: "cell-01", IP Address: 10.150.151.190, Identifier: a2eb...

Do you wish to upgrade the database while cells are still active? [Y/N]

이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n을 입력하여 셸로 돌아간 다음 5분을 기다린 후 데이터베이스 업그레
이드 도구를 다시 시작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도구가 여전히 활성 상태인 셀에 대해
계속 알리는 경우 “셀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서버 정지 및 종료,”(39 페이지)의 절차로 돌아와
모든 셀이 비활성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프롬프트에 응답하면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도구가 실행되고 진행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ecuting upgrade task: Start UpdateStatementManager ...[3] Successfully ran upgrade task Executing 

upgrade task: ... .......... Successfully ran upgrade task ... Executing upgrade task: Stop 

UpdateStatementManager ...[3] ... Successfully ran upgrade task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고 나면 이 호스트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시작할지 묻는 메시지
가 업그레이드 스크립트에 의해 표시됩니다.

Would you like to start the vCloud Director service now? If you choose not to start it now, you can 

manually start it at any time using this command: service vmware-vcd start

Start it now? [y/n]:y

Starting the vCloud Director service (this may take a moment). Starting vmware-vcd-watchdog: [ OK ] 

Starting vmware-vcd-cell [ OK ]

연결된 vCenter Server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vShield Manager 또
는 NSX Manager 업그레이드

vCloud Director에 연결된 vCenter Server 시스템과 호스트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해당하는
vCenter Server 시스템과 연결된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
다.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의 관리 기능에 대한 액세스가 중단되지만 네트워크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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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n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업그레이드된 셀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셀은 업그레이드된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에
대한 데이터를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합니다.

n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에 따라 해당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항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vShield Manager NSX Manager

VMware vCloud Networking and Security 설명서

센터(https://www.vmware.com/support/pubs

/vshield_pubs.html) 에서 제공되는 업그레이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NSX for vSphere 설명서 센터

(https://www.vmware.com/support/pubs

/nsx_pubs.html) 에서 제공되는 업그레이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업그레이드하는 제품 및 버전에 해당하는 업그레이드 절차를 수행하여 연결된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 설치를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주의   NSX Manager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연결된 기존 vShield Edge Appliance를
NSX Edge Appliance로 업그레이드하지 마십시오. vCloud Director에서는 NSX Edge
Appliance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vCloud Director와 함께 NSX Manager를 사용할 경우
vCloud Director에서 NSX Manager를 사용하여 vShield Edge Appliance를 만듭니다.

옵션 작업

연결된 vShield Manager를 이후
버전의 vShield Manager로 업그
레이드합니다.

vShield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
(https://www.vmware.com/support/pubs/vshield_pubs.htm
l)의 vShield Manager 업그레이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vShield
Manager만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vShield 구성 요소는 업그레이드하
지 마십시오. 연결된 기존 vShield Edge Appliance는 업그레이드하
지 마십시오.

연결된 vShield Manager를 NSX
Manager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연
결된 NSX Manager를 이후 버전
의 NSX Manager로 업그레이드합
니다.

NSX 설치 및 업그레이드 안내서
(https://www.vmware.com/support/pubs/nsx_pubs.html)의
NSX Manager로 업그레이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만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vShield 또
는 NSX for vSphere 구성 요소는 업그레이드하지 마십시오. 연결된
기존 vShield Edge Appliance는 업그레이드하지 마십시오.

 

2 클라우드에 등록된 다른 vCenter Server 시스템과 연결된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마다 단계 1를 반복하십시오.

업그레이드를 마치면 이제 업그레이드된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가
vCloud Director에게 소프트웨어가 새 버전임을 알립니다. 알림이 전송되고 vCloud Director에서
알림을 처리할 때까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후속 작업

연결된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를 업그레이드한 후 등록된 모든 vCenter Server
시스템 및 호스트를 업그레이드해야 vCloud Director를 사용하여 연결된 vShield Edge Appliance
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vCenter Server 시스템, 호스트 및 vShield Edge Appliance 업그
레이드,”(4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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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er Server 시스템, 호스트 및 vShield Edge Appliance 업그
레이드

vCloud Director 및 vShield Manager(또는 NSX Manager)를 업그레이드한 후 클라우드에 연결
된 vCenter Server 시스템과 호스트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연결된 모든 vCenter Server 시스템
과 호스트를 업그레이드한 후 vCloud Director를 사용하여 Edge Gateway를 재배포하거나 vApp
네트워크를 재설정하여 연결된 vShield Edge Appliance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클라우드에 연결된 vCenter Server 시스템에서 이와 연결된 각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를 이미 업그레이드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된 vCenter Server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 업그레이드,”(44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연결된 vCenter Server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Sphere Installation and Setup Guide(vSphere 설치 및 설정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2 모든 vCloud Director 공용 URL 및 인증서 체인을 확인합니다.

vCloud Director 웹 콘솔의 관리 탭에서 왼쪽 창에 있는 공개 주소를 클릭합니다. 모든 필드에 대
한 값을 입력합니다.

3 (선택 사항) vCenter Single Sign On을 사용하도록 vCloud Director를 구성한 경우
vCenter Lookup Service에서 vCloud Director 등록을 취소했다가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a 로컬 또는 LDAP 계정을 사용하여 vCloud Director에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이 로
그인에는 vCenter Single Sign On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b vCenter Lookup Service에서 vCloud Director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vCloud Director 웹 콘솔의 관리 탭에서 왼쪽 창에 있는 페더레이션을 클릭하고 등록 취소를
클릭합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려면 적절한 vCenter 관리자 자격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c vCloud Director를 vCenter Lookup Service에 다시 등록합니다.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에서 "vCenter Single Sign On을 사용하도록 vCloud
Director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4 vCloud Director를 사용하여 vCenter Server 시스템의 등록을 새로 고칩니다.

a vCloud Director 웹 콘솔에서 관리 및 모니터 탭을 클릭하고 왼쪽 창에서 vCenter를 클릭합
니다.

b vCenter Server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새로 고침을 선택합니다.

c 예를 클릭합니다.

5 업그레이드된 vCenter Server 시스템이 지원하는 각 호스트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Sphere Installation and Setup Guide(vSphere 설치 및 설정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각 호스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그레이드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a vCloud Director 웹 콘솔에서 호스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관리 및 모니터 페이지에서 호스트를 클릭한 다음 호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호스
트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b vCenter Server 시스템을 사용하여 호스트를 유지 관리 모드로 설정하고, 해당 호스트의 모든
가상 시스템을 다른 호스트에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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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호스트를 업그레이드합니다.

클라우드에 속한 가상 시스템을 지원할 정도로 업그레이드된 호스트의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하려
면 호스트를 몇 개씩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Host Agent 업그레이드를 지정된 시간
에 완료하여 가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된 호스트로 다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d vCenter Server 시스템을 사용하여 호스트를 다시 연결합니다.

e 호스트에서 vCloud Director 호스트 에이전트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Cloud Director 관리자 설명서의 "ESX/ESXi 호스트 에이전트 업그레이
드"를 참조하십시오.

f vCloud Director 웹 콘솔에서 호스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관리 및 모니터 페이지에서 호스트를 클릭한 다음 호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호스
트 사용을 선택합니다.

g vCenter Server 시스템을 사용하여 호스트의 유지 관리 모드를 해제합니다.

6 업그레이드된 vCloud Director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된 vCenter Server 시스템과 연결된, 업
그레이드된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에서 관리하는 모든 vShield Edge
Appliance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주의   업그레이드된 vCenter Server 시스템이 vShield Manager 대신 NSX Manager와 연
결된 경우 이 단계에서 설명한 방법만을 사용하여 vCloud Director를 사용하는 vShield Edge
Appliance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연결된 vShield Edge
Appliance를 NSX Edge Appliance로 업그레이드하지 마십시오. vCloud Director에서는
NSX Edge Appliance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vCloud Director와 함께 NSX Manager를 사
용할 경우 vCloud Director에서 NSX Manager를 사용하여 vShield Edge Appliance를 만
듭니다.

vCloud Director 웹 콘솔 또는 REST API를 사용하여 vShield Edge가 보호하는 네트워크를
재설정할 경우 vShield Edge Appliance가 자동으로 적절하게 업그레이드됩니다.

n Edge Gateway의 경우 Edge Gateway를 재배포하면 해당 Edge Gateway와 연결된
vShield Edge Appliance가 업그레이드됩니다.

n 가상 시스템이 연결된 vApp 네트워크(예: 라우팅된 vApp 네트워크, 격리된 vApp 네트워크
또는 펜싱된 조직 가상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경우 vApp 컨텍스트 내에서 vApp 네트워크를
재설정하면 해당 네트워크와 연결된 vShield Edge Appliance가 업그레이드됩니다.
vCloud Director 웹 콘솔을 사용하여 vApp 컨텍스트 내에서 vApp 네트워크를 재설정하려면
vApp의 네트워킹 탭으로 이동하고, 해당 네트워킹 세부 정보를 표시한 다음, vApp 네트워크
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네트워크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Edge Gateway를 재배포하고 vApp 네트워크를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사용할 방법에 따라 vCloud Director 웹 콘솔 온라인 도움말이나 vCloud API Programming
Guide(vCloud API 프로그래밍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후속 작업

클라우드에 등록된 다른 vCenter Server 시스템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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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loud Director 설정 4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 내의 모든 서버를 구성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 후에는 라이센스 키, 시
스템 관리자 계정 및 관련 정보를 사용하여 서버 그룹의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
스가 완료되면 vCloud Director 웹 콘솔을 사용하여 클라우드의 초기 프로비저닝을 완료할 수 있습니
다.

vCloud Director 웹 콘솔을 실행할 수 있으려면 웹 콘솔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설치
마법사를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마법사가 완료되면 웹 콘솔이 시작되고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vCloud Director 웹 콘솔은 클라우드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 집합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vCloud Director를 vCenter에 연결하고 조직을 만드는 작업 등의 단계를 안내하는 빠른 시작 기능이
포함됩니다.

필수 조건

n 모든 vCloud Director 서버의 설치를 완료하고 서버 모두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가 시작되
었는지 확인합니다.

n 구성 스크립트가 완료되면 표시되는 URL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스크립트가 종료된 후에 설치 마법사의 URL을 검색하려면 첫 번째 서버를 설치하는 동안
HTTP 서비스에 대해 지정한 IP 주소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조회한 후 이 이름을 사용하여
https://fully-qualified-domain-name 형식으로 URL을 만듭니다(예:
https://mycloud.example.com). 이 URL에 있는 마법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vCloud Director 서버의 설치를 완료하고 서버 모두에서 vCloud Director 서비스가 시작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프로시저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구성 스크립트가 완료되면 표시되는 URL에 연결합니다.

참고   vCloud Director 서비스를 시작한 후 설정 마법사 또는 웹 콘솔이 준비되기 까지 몇 분 정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2 프롬프트에 따라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사용권 계약 검토,”(50 페이지)

n “라이센스 키 입력,”(50 페이지)

n “시스템 관리자 계정 만들기,”(50 페이지)

n “시스템 설정 지정,”(50 페이지)

n “vCloud Director에 로그인하기 위한 준비,”(5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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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계약 검토
vCloud Director 서버 그룹을 구성하기 전에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을 반드시 검토하고 수락해야 합
니다.

프로시저

1 사용권 계약을 검토합니다.

2 사용권 계약을 수락하거나 거부합니다.

옵션 작업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려면 예, 사용권 계약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사용권 계약을 거부하려면 아니요, 사용권 계약에 동의 안 합니다.를 클릭합니다.
 
사용권 계약을 거부하면 vCloud Director 구성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라이센스 키 입력
vCloud Director 클러스터 각각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실행됩니다. 라이센스는 제품 일련 번호로 지정되
는데 이 일련 번호는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vCloud Director 제품 일련 번호는 vCenter 서버 라이센스 키와 같지 않습니다. vCloud를 작동하려
면 vCloud Director 제품 일련 번호와 vCenter 서버 라이센스 키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라이센스 키 모두 VMware License Portal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VMware License Portal에서 vCloud Director 제품 일련 번호를 가져옵니다.

2 제품 일련 번호 텍스트 상자에 제품 일련 번호를 입력합니다.

시스템 관리자 계정 만들기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 암호 및 연락처 정보를 지정합니다.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는 클라우드 전체에 대한 슈퍼 사용자 권한을 갖습니다. 초기 시스템 관
리자 계정은 vCloud Director 설치 시 만듭니다. 설치와 구성을 마치면 이 시스템 관리자를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필요한 만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1 시스템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시스템 관리자의 암호를 입력하고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3 시스템 관리자의 전체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시스템 관리자의 e-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시스템 설정 지정
vCloud Director와 vSphere 및 vShield Manager(또는 NSX Manager) 간의 상호 작용 방식을
제어하는 시스템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성 프로세스 도중 vCloud Director가 사용할 폴더가 연결된 vCenter Server 시스템에 만들어지고
가상 NIC의 MAC 주소를 만들 때 사용할 설치 ID가 지정됩니다.

프로시저

1 vCloud Director vCenter Server 폴더의 이름을 시스템 이름 필드에 입력합니다.

vCloud Director 설치 및 업그레이드 설명서

50  VMware, Inc.



2 설치 ID 필드를 사용하여 이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의 설치 ID를 지정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vCloud Director 설치 환경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으면 각 설치 환경에 고유한 설치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에 로그인하기 위한 준비
설치 마법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설정을 확인한 후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마법사를 마치
면 vCloud Director 웹 콘솔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 준비 페이지에는 마법사에 지정한 모든 설정이 나열됩니다. 설정을 주의하여 검토하십시오.

필수 조건

클라우드와 함께 사용할 vCenter Server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과 vCenter Server 시스템의 연
결된 vShield Manager 또는 NSX Manager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vCloud Director 웹 콘솔에는 이 vCloud Director 설치 중에 구성할 vCenter Server 및 vShield
Manager(또는 NSX Manager)를 설치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마치기 전에
이 설치가 실행 중이어야 하고 서로 작동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구성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Cloud Director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n 설정을 변경하려면 해당 설정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나올 때까지 뒤로를 계속 클릭합니다.

n 모든 설정을 확인하고 구성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마침을 클릭하면 마법사는 지정한 설정을 적용한 후 vCloud Director 웹 콘솔을 시작하고 해당 로그인
화면을 표시합니다.

후속 작업

표시된 로그인 화면을 통해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제공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웹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일
련의 빠른 시작 단계가 콘솔에 표시됩니다. 단계를 완료하면 안내된 작업이 사용하도록 설정되고 클라우
드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4장 vCloud Director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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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관리 도구 참조 사항 5
셀 관리 도구는 셀과 해당 SSL 인증서를 관리하고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내보내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령줄 유틸리티입니다. 일부 작업에는 수퍼 사용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 자격 증명
이 필요합니다.

셀 관리 도구는 /opt/vmware/vcloud-director/bin/cell-management-tool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명령 나열
사용 가능한 셀 관리 도구 명령을 나열하려면 다음 명령줄을 사용하십시오.

cell-management-tool -h

예: 셀 관리 도구 사용 도움말
[root@cell1 /opt/vmware/vcloud-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h 

usage: cell-management-tool

-h,--help   print this message

Available commands:

cell - Manipulates the Cell and core components

certificates - Reconfigures the SSL certificates for the cell

ciphers - Reconfigure the list of disallowed SSL ciphers for the cell

configure-metrics - Collects and stores properties necessary for collecting and querying metrics data

dbextract - Exports the data from the given set of tables

fix-scheduler-data - Scan database for corrupt scheduler data.  Fix scheduler job data if corrupt.

generate-certs - Generates self-signed SSL certificates for use with vCD cell.

recover-password - Change a forgotten System Administrator password. Database credentials are required.

fail-tasks - Fail all tasks running on this cell and set a custom failure message.

For command specific help:

 cell-management-tool <commandName> -h

n 셀 관리(54 페이지)

셀 관리 도구의 cell 명령을 사용하여 새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작업 스케줄러를 일시 중단하
고, 활성 작업의 상태를 확인하고, 셀 유지 관리 모드를 제어하고, 셀을 정상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
니다.

n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내보내기(55 페이지)

셀 관리 도구의 dbextract 명령을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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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손상된 스케줄러 데이터 검색 및 복구(57 페이지)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알고 있는 경우 셀 관리 도구의
fix-scheduler-data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손상된 스케줄러 데이터를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n SSL 인증서 바꾸기(58 페이지)

셀 관리 도구의 certificates 명령을 사용하여 셀의 SSL 인증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n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 생성(59 페이지)

셀 관리 도구의 generate-certs 명령을 사용하여 셀에 사용할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를 새로 생성
할 수 있습니다.

n 허용되는 SSL 암호화 목록 관리(60 페이지)

셀 관리 도구의 ciphers 명령을 사용하여 SSL 핸드셰이크 프로세스 도중 사용하기 위해 셀이 제공
하는 암호화 스위트 집합을 구성합니다.

n 허용되는 SSL 프로토콜 목록 관리(62 페이지)

셀 관리 도구의 ssl-protocols 명령을 사용하여 SSL 핸드셰이크 프로세스 도중 사용하기 위해 셀
이 제공하는 SSL 프로토콜 집합을 구성합니다.

n 메트릭 데이터베이스 연결 구성(63 페이지)

셀 관리 도구의 configure-metrics 명령을 사용하여 셀을 메트릭 데이터베이스(선택 사항)에 연결
합니다.

n 시스템 관리자 암호 복구(63 페이지)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아는 경우 셀 관리 도구의
recover-password 명령을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 암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n 작업의 실패 상태 업데이트(64 페이지)

셀이 고의로 종료되었을 때 실행 중이던 작업과 연관된 완료 상태를 업데이트하려면 셀 관리 도구의
fail-tasks 명령을 사용합니다. fail-tasks 명령은 모든 셀이 종료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 관리
셀 관리 도구의 cell 명령을 사용하여 새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작업 스케줄러를 일시 중단하고, 활성
작업의 상태를 확인하고, 셀 유지 관리 모드를 제어하고, 셀을 정상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셀을 관리하려면 명령줄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cell-management-tool -u sysadmin-username -p sysadmin-password cell command

sysadmin-username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sysadmin-password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의 암호입니다.

참고   cell-management-tool 명령줄에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 암
호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암호를 생략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그러면
cell-management-tool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암호 입력 시 화
면에 암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command cell 하위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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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셀 관리 도구 옵션과 인수, cell 하위 명령

명령 인수 설명

--help (-h) 없음 이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에 대한 요약을 보여 줍니다.

--maintenance (-m) true 또는 false 셀 유지 관리 모드를 제어합니다.
인수 true는 셀을 유지 관리 모드
로 설정합니다(먼저 셀을 정지해
야 함). 인수 false는 셀을 유지
관리 모드에서 해제합니다.

--quiesce (-q) true 또는 false 셀에서의 활동을 정지합니다.
true 인수는 스케줄러를 일시 중
단하고 false 인수는 스케줄러를
다시 시작합니다.

--shutdown (-s) 없음 서버에서 vCloud Director 서비
스를 종료합니다.

--status (-t) 없음 셀에서 실행 중인 작업 수 및 셀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status-verbose (-tt) 없음 셀에서 실행 중인 작업 및 셀의 상
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합
니다.

예: 작업 상태 가져오기

다음 cell-management-tool 명령줄은 시스템 관리자 자격 증명을 제공하고 실행 중인 작업의 수를 반환합니
다. Job count 값이 0이고 Is Active 값이 false이면 셀을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u administrator cell --status

Job count = 3 Is Active = true In Maintenance Mode = false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내보내기
셀 관리 도구의 dbextract 명령을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
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내보내려면 명령줄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cell-management-tool dbextract options

표 5‑2.  셀 관리 도구 옵션과 인수, dbextract 하위 명령

옵션 인수 설명

--help (-h) 없음 이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에 대한 요약을 보여 줍니다.

-categories 내보낼 테이블 범주를 쉼표로 구분한 목록
입니다.

선택 사항. NETWORKING 범주만 지
원됩니다.

-dataFile 내보낼 데이터를 설명하는 파일의 절대 경
로입니다.

선택 사항.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VCLOUD_HOME/etc/data_to_export

.properties가 명령에 사용됩니
다. “내보낼 테이블과 열 지정,”
(5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dumpFolder 덤프를 만드는 폴더의 절대 경로입니다. 폴
더가 존재해야 하고 vcloud.vcloud가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이 폴더의 파일로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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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셀 관리 도구 옵션과 인수, dbextract 하위 명령 (계속)

옵션 인수 설명

-exportSettingsFile 데이터 내보내기 설정 속성 파일의 절대 경
로입니다.

선택 사항.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VCLOUD_HOME/etc/data_export_se

ttings.ini가 명령에 사용됩니다. 
“내보낸 행 제한 및 정렬,”
(57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properties 데이터베이스 연결 속성 파일의 절대 경로
입니다.

선택 사항.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VCLOUD_HOME/etc/global.propert

ies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속
성이 명령에 사용됩니다. “속성
파일 지정,”(56 페이지)을 참
조하십시오.

-tables 쉼표로 구분된 테이블 목록입니다. 선택 사항. 개별 테이블 이름을 보
려면 모든 테이블을 내보내야 합니
다.

속성 파일 지정

기본적으로 dbextract 명령은 현재 셀의 $VCLOUD_HOME/etc/global.properties 파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다른 vCloud Director 데
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파일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속성을 지정하고 명령줄에서
-properties 옵션을 사용하여 해당 파일의 경로 이름을 지정합니다. 속성 파일은 다음과 같은 형식의
UTF-8 파일입니다.

username=username

password=password

servicename=db_service_name

port=db_connection_port

database-ip=db_server_ip_address

db-type=db_type

username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입니다.

password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암호입니다.

db_service_name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름입니다. 예: orcl.example.com

db_connection_port 데이터베이스 포트입니다.

db_server_ip_addres
s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IP 주소입니다.

db_type 데이터베이스 유형입니다. Oracle 또는 MS_SQL이어야 합니다.

내보낼 테이블과 열 지정

내보내는 데이터 세트를 제한하려면 -exportSettingsFile 옵션을 사용하고, 내보낼 개별 테이블(및 열(선택
사항))을 지정하는 data_to_export.properties 파일을 만듭니다. 이 파일은
TABLE_NAME:COLUMN_NAME 형식의 행이 0개 이상 포함된 UTF-8 파일입니다.

TABLE_NAME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테이블 이름 목록을 보려면 모
든 테이블을 내보내야 합니다.

COLUMN_NAME 지정한 TABLE_NAME에 있는 열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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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제에서 data_to_export.properties 파일은 ACL 및 ADDRESS_TRANSLATION 테이블에서 열을 내보냅니다.

ACL:ORG_MEMBER_ID

ACL:SHARABLE_ID

ACL:SHARABLE_TYPE

ACL:SHARING_ROLE_ID

ADDRESS_TRANSLATION:EXTERNAL_ADDRESS

ADDRESS_TRANSLATION:EXTERNAL_PORTS

ADDRESS_TRANSLATION:ID

ADDRESS_TRANSLATION:INTERNAL_PORTS

ADDRESS_TRANSLATION:NIC_ID

이 명령은 $VCLOUD_HOME/etc/data_to_export.properties에서 파일을 기본적으로 찾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경
우 다른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보낸 행 제한 및 정렬

어느 테이블이든 내보낼 행 수 및 내보낸 행의 정렬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portSettingsFile 옵션
을 사용하고 개별 테이블을 지정하는 data_export_settings.ini 파일을 만듭니다. 이 파일은 다음 형식의 항
목이 0개 이상 포함된 UTF-8 파일입니다.

[TABLE_NAME]

rowlimit=int

orderby=COLUMN_NAME

TABLE_NAME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테이블 이름 목록을 보려면 모
든 테이블을 내보내야 합니다.

COLUMN_NAME 지정한 TABLE_NAME에 있는 열의 이름입니다.

이 예제에서 data_export_settings.ini는 AUDIT_EVENT 테이블에서 처음 10000개 행만 내보내도록 제한하
며 event_time 열의 값을 기준으로 행을 정렬하도록 지정합니다.

[AUDIT_EVENT]

rowlimit=100000

orderby=event_time

이 명령은 $VCLOUD_HOME/etc/data_export_settings.ini에서 파일을 기본적으로 찾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테이블 내보내기

이 예제에서는 현재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을 /tmp/dbdump 파일에 내보냅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dbextract -dumpFolder /tmp/dbdump

This utility outputs data from your vCloud Director system that may contain sensitive data. Do you want to 

continue and output the data (y/n)?

y

Exporting data now. Please wait for the process to finish Exported 144 of 145 tables.

손상된 스케줄러 데이터 검색 및 복구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알고 있는 경우 셀 관리 도구의
fix-scheduler-data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손상된 스케줄러 데이터를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손상된 스케줄러 데이터를 검색하려면 다음 형식의 명령줄을 사용하십시오.

cell-management-tool fix-scheduler-data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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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셀 관리 도구 옵션과 인수, fix-scheduler-data 하위 명령

옵션 인수 설명

--help (-h) 없음 이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에 대한 요약을 보여 줍니다.

--dbuser vCloud Director 데이터베
이스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입
니다.

명령줄에 제공해야 합니다.

--dbpassword vCloud Director 데이터베
이스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SSL 인증서 바꾸기
셀 관리 도구의 certificates 명령을 사용하여 셀의 SSL 인증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셀 관리 도구의 certificates 명령은 셀의 기존 인증서를 JCEKS keystore에 저장되어 있는 새 인증서
로 바꾸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certificates 명령을 사용하면 자체 서명된 인증서를 서명된 인증서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명된 인증서가 포함된 JCEKS keystore를 만드는 방법은 “서명된 SSL 인증
서 만들기 및 가져오기,”(1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셀의 SSL 인증서를 바꾸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의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cell-management-tool certificates options

표 5‑4.  셀 관리 도구 옵션과 인수, certificates 하위 명령

옵션 인수 설명

--help (-h) 없음 이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에 대한 요약을 보여 줍니다.

--config (-c) 셀의 global.properties 파일
에 대한 전체 경로 이름입니
다.

기본값은
$VCLOUD_HOME/etc/global.propert

ies입니다.

--httpks (-j) 없음 http 끝점에서 사용할
certificates라는 keystore 파
일을 생성합니다.

--consoleproxyks (-p) 없음 콘솔 프록시 끝점에서 사용할
proxycertificates라는
keystore 파일을 생성합니다.

--responses (-r) 셀의 responses.properties
파일에 대한 전체 경로 이름
입니다.

기본값은
$VCLOUD_HOME/etc/responses.prop

erties입니다.

--keystore (-k) keystore-pathname 서명된 인증서가 들어 있는
JCEKS keystore의 전체 경로
이름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s 짧
은 형식이 -k로 대체되었습니다.

--keystore-password (-w) keystore-password --keystore 옵션에서 참조하는
JCEKS keystore의 암호입니
다. 사용되지 않는 -kspassword 및
--keystorepwd 옵션을 대체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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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인증서 바꾸기

해당 파일을 기본 위치에서 이동하지 않은 경우 --config 및 --responses 옵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tmp/my-new-certs.ks의 keystore에 kspw 암호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셀의 기존 http 끝
점 인증서를 /tmp/my-new-certs.ks에 있는 인증서로 바꿉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

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certificates -j -k /tmp/my-new-certs.ks -w kspw

Certificate replaced by user specified keystore at /tmp/new.ks. You will need to restart the cell for 

changes to take effect.

참고   인증서를 바꾼 후에는 셀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 생성
셀 관리 도구의 generate-certs 명령을 사용하여 셀에 사용할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를 새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셀 관리 도구의 generate-certs 명령은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 만들기,”(21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절차를 자동화합니다.

자체 서명된 SSL 인증서를 새로 생성하여 새 keystore나 기존 keystore에 추가하려면 명령줄에 다음
과 같은 형식으로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cell-management-tool generate-certs options

표 5‑5.  셀 관리 도구 옵션과 인수, generate-certs 하위 명령

옵션 인수 설명

--help (-h) 없음 이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에 대한 요약을 보여 줍니다.

--expiration (-x) days-until-
expiration

인증서 만료일까지 남은 일 수이
며, 기본값은 365입니다.

--issuer (-i) name=value [,
name=value, ...]

인증서 발급자의 X.509 고유 이
름입니다. 기본값은 CN=FQDN입니
다. 여기서 FQDN은 셀의 정규화
된 도메인 이름이거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셀의 IP 주소입니다. 여러 특성 및
값 쌍을 지정한 경우 쉼표로 구분
하고 전체 인수를 따옴표로 묶으십
시오.

--httpcert (-j) 없음 http 끝점에 대한 인증서를 생성
합니다.

--key-size (-s) key-size 비트 단위의 정수로 표현되는 키
쌍의 크기입니다. 기본값은 2048
입니다. 1024비트보다 작은 키
크기는 NIST Special
Publication 800-131A에 따라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keystore-pwd (-w) keystore-
password

이 호스트에 있는 keystore의 암
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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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셀 관리 도구 옵션과 인수, generate-certs 하위 명령 (계속)

옵션 인수 설명

--out (-o) keystore-
pathname

이 호스트에 있는 keystore의 전
체 경로 이름입니다.

--consoleproxycert (-p) 없음 콘솔 프록시 끝점에 대한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참고   이 하위 명령의 이전 릴리스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j 및 -p를 둘 다 생략해도 -j 및 -p를 둘
다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 자체 서명된 인증서 만들기

두 예제 모두에서 keystore의 위치는 /tmp/cell.ks이고 암호는 kspw라고 가정합니다. 이 keystore는
아직 없는 경우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예제에서는 기본값을 사용하여 새 인증서를 만듭니다. 발급자 이름은 CN=Unknow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
다. 인증서는 기본 2048비트 키 길이를 사용하고, 만든 지 1년 후에 만료됩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

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generate-certs -j -p -o /tmp/cell.ks -w kspw

New keystore created and written to /tmp/cell.ks.

이 예제에서는 http 끝점에 대해서만 새 인증서를 만듭니다. 또한 키 크기와 발급자 이름에 대한 사용자
지정 값도 지정합니다. 발급자 이름은 CN=Test, L=London, C=GB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http 연결의 새 인증
서는 4096비트 키를 보유하고, 만든 지 90일 후에 만료됩니다. 콘솔 프록시 끝점에 대한 기존 인증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

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generate-certs -j -o /tmp/cell.ks -w kspw -i "CN=Test, L=London, C=GB" -s 4096 -x 90

New keystore created and written to /tmp/cell.ks.

허용되는 SSL 암호화 목록 관리
셀 관리 도구의 ciphers 명령을 사용하여 SSL 핸드셰이크 프로세스 도중 사용하기 위해 셀이 제공하는
암호화 스위트 집합을 구성합니다.

클라이언트가 vCloud Director 셀에 대한 SSL 연결을 만들면, 셀은 허용 암호화 기본 목록에 구성되어
있는 암호화만 사용하도록 제공합니다. 연결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거나 SSL
연결 실패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암호화는 이 목록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vCloud Director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할 경우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스크립트를 통해 셀의 인증서가 검사됩니다. 인증서
가 허용 암호화 목록에 없는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경우 스크립트는 해당 암호화의 사용을 허용하
도록 셀의 구성을 수정하고 경고를 표시합니다. 이러한 암호화의 종속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증서를 계
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인증서를 바꾸고 허용 암호화 목록을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1 허용되지 않는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는 새 인증서를 만듭니다. “예: 허용되는 모든 암호화 나열,”
(61 페이지)에 표시된 것처럼 cell-management-tool ciphers -a를 사용하여 기본 구성에서 허용되는
모든 암호화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2 cell-management-tool certificates 명령을 사용하여 셀의 기존 인증서를 새 인증서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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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ell-management-tool ciphers 명령을 사용하여 새 인증서에 사용되지 않는 암호화를 제외하도록 허용
암호화 목록을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암호화를 제외하면 핸드셰이크 도중 제공되는 암호화 개수가 실
제 최소한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셀에 대한 SSL 연결을 더 빨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VMRC 콘솔에서는 AES256-SHA 및 AES128-SHA 암호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vCloud Director 클라이언트에서 VMRC 콘솔을 사용할 경우 AES256-SHA 및 AES128-SHA
암호화를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 SSL 암호화 목록을 관리하려면 다음 형식의 명령줄을 사용하십시오.

cell-management-tool ciphers options

표 5‑6.  셀 관리 도구 옵션과 인수, ciphers 하위 명령

옵션 인수 설명

--help (-h) 없음 이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에 대한 요약을 보여 줍니다.

--all-allowed (-a) 없음 허용되는 모든 암호화를 나열합니
다.

--compatible-reset (-c) 없음 허용 암호화 목록을 기본값으로 재
설정하고, 이 셀의 인증서에 사용
되는 암호화도 허용합니다.

--disallow (-d) http://www.open
ssl.org/docs/app
s/ciphers.html에
게시된 것처럼 쉼표
로 구분된 암호화 이
름 목록입니다.

지정된 목록(쉼표로 구분된 목록)
의 암호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list (-l) 없음 현재 구성된 암호화를 나열합니다.

--reset (-r) 없음 허용 암호화 목록을 기본값으로 재
설정합니다. 이 셀의 인증서에서
허용되지 않는 암호화를 사용할 경
우 허용된 암호화를 사용하는 새
인증서를 설치할 때까지 셀에
SSL 연결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 허용되는 모든 암호화 나열

셀이 SSL 핸드셰이크 도중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허용된 모든 암호화를 나열하려면 --all-allowed (-
a) 옵션을 사용합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ciphers –a 

* TLS_DHE_DSS_WITH_AES_256_CBC_SHA * TLS_DHE_DSS_WITH_AES_128_CBC_SHA * TLS_DHE_DSS_WITH_3DES_EDE_CBC_SHA * 

TLS_DHE_RSA_WITH_AES_256_CBC_SHA * TLS_DHE_RSA_WITH_AES_128_CBC_SHA * TLS_DHE_RSA_WITH_3DES_EDE_CBC_SHA * 

TLS_RSA_WITH_AES_256_CBC_SHA * TLS_RSA_WITH_AES_128_CBC_SHA * TLS_RSA_WITH_3DES_EDE_CBC_SHA * 

TLS_ECDHE_ECDSA_WITH_AES_256_CBC_SHA * TLS_ECDHE_ECDSA_WITH_AES_128_CBC_SHA * 

TLS_ECDHE_ECDSA_WITH_3DES_EDE_CBC_SHA * TLS_ECDHE_RSA_WITH_AES_256_CBC_SHA * 

TLS_ECDHE_RSA_WITH_AES_128_CBC_SHA * TLS_ECDHE_RSA_WITH_3DES_EDE_CBC_SHA * 

TLS_ECDH_ECDSA_WITH_AES_256_CBC_SHA * TLS_ECDH_ECDSA_WITH_AES_128_CBC_SHA * 

TLS_ECDH_ECDSA_WITH_3DES_EDE_CBC_SHA * TLS_ECDH_RSA_WITH_AES_256_CBC_SHA * 

TLS_ECDH_RSA_WITH_AES_128_CBC_SHA * TLS_ECDH_RSA_WITH_3DES_EDE_CBC_SHA * SSL_RSA_WITH_3DES_EDE_CBC_SHA * 

SSL_DHE_DSS_WITH_3DES_EDE_CBC_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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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개 암호화를 허용 안 함

허용 암호화 목록에서 1개 이상의 암호화를 제거하려면 --disallow (-d)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에
는 1개 이상의 암호화 이름이 필요합니다. 쉼표로 구분된 목록으로 여러 암호화 이름을 제공할 수 있습니
다. ciphers –a의 출력에서 이 목록에 대한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전 예제에 나열
된 2개 암호화를 제거합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

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ciphers –

d SSL_DHE_RSA_WITH_3DES_EDE_CBC_SHA,SSL_DHE_DSS_WITH_3DES_EDE_CBC_SHA

허용되는 SSL 프로토콜 목록 관리
셀 관리 도구의 ssl-protocols 명령을 사용하여 SSL 핸드셰이크 프로세스 도중 사용하기 위해 셀이 제공
하는 SSL 프로토콜 집합을 구성합니다.

클라이언트가 vCloud Director 셀에 대한 SSL 연결을 만들면, 셀은 허용된 SSL 프로토콜 목록에 구
성되어 있는 프로토콜만 사용하도록 제공합니다. SSLv3 및 SSLv2Hello를 포함한 몇 가지 프로토콜은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기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용 SSL 프로토콜 목록을 관리하려면 다음 형식의 명령줄을 사용하십시오.

cell-management-tool ssl-protocols options

표 5‑7.  셀 관리 도구 옵션과 인수, ssl-protocols 하위 명령

옵션 인수 설명

--help (-h) 없음 이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에 대한 요약을 보여 줍니다.

--all-allowed (-a) 없음 vCloud Director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SSL 프로토콜을 나열
합니다.

--disallow (-d) 쉼표로 구분된 SSL
프로토콜 이름의 목
록입니다.

허용되지 않는 SSL 프로토콜의
목록을 목록에 지정된 프로토콜로
재구성합니다.

--list (-l) 없음 현재 vCloud Director가 지원하
도록 구성되어 있는 허용된 SSL
프로토콜 집합을 나열합니다.

--reset (-r) 없음 구성된 SSL 프로토콜의 목록을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중요   ssl-protocols --disallow 또는 ssl-protocols reset 실행 후 셀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 허용된 SSL 프로토콜 및 구성된 SSL 프로토콜 나열

SSL 핸드셰이크 도중 셀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SSL 프로토콜을 나열하려면 --all-allowed (-a) 옵션
을 사용합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ssl-protocols -a

Product default SSL protocols: TLSv1.2 TLSv1.1 TLSv1 SSLv3 SSLv2Hello

이 목록은 일반적으로 셀이 지원하도록 구성된 SSL 프로토콜의 상위 집합입니다. 해당 SSL 프로토콜을
나열하려면 --list (-l)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root@cell1 /opt/vmware/vcloud-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ssl-protocols -l

Allowed SSL protocols: TLSv1.2 TLSv1.1 TLS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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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허용되지 않는 SSL 프로토콜 목록 재구성

허용되지 않는 SSL 프로토콜 목록을 재구성하려면 --disallow (-d)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에는
ssl-protocols –a에 의해 생성된 쉼표로 구분된 허용 프로토콜의 하위 집합 목록이 필요합니다.

이 예에서는 TLSv1 SSL 프로토콜을 허용된 SSL 프로토콜의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ssl-protocols –d TLSv1,SSLv3,SSLv2Hello

이 명령을 실행한 후에는 셀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메트릭 데이터베이스 연결 구성
셀 관리 도구의 configure-metrics 명령을 사용하여 셀을 메트릭 데이터베이스(선택 사항)에 연결합니다.

vCloud Director는 가상 시스템 성능 및 리소스 사용에 대한 현재 및 이전 정보를 제공하는 메트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전 메트릭 데이터는 Cassandra에서 지원하는 KairosDB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됩니다. 6장, “이전 가상 시스템 성능 메트릭을 저장 및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선택
사항)의 설치 및 구성,”(6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KairosDB에서 vCloud Director로 연결하려면 다음 형식의 명령줄을 사용하십시오.

cell-management-tool configure-metrics options

표 5‑8.  셀 관리 도구 옵션과 인수, configure-metrics 하위 명령

명령 인수 설명

--help (-h) 없음 이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에 대한 요약을 보여 줍니다.

--repository-host KairosDB 호스트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KairosDB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여기서 로드 밸런서 주
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repository-port 사용할 KairosDB 포트입니
다.

기본적으로 KairosDB는 포트
8080에서 수신합니다.

예: 메트릭 데이터베이스 연결 구성

이 예제에서는 기본 포트의 IP 주소 10.0.0.1에서 호스팅되는 KairosDB 인스턴스를 사용하도록 시스
템을 구성합니다. 주소는 KairosDB의 단일 인스턴스를 실행하는 단일 시스템의 주소이거나 설치된 여
러 KairosDB에 요청을 분산하는 로드 밸런서의 주소입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

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configure-metrics --repository-host 10.0.0.1 --repository-port 8080

시스템 관리자 암호 복구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아는 경우 셀 관리 도구의 recover-password 명령
을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 암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셀 관리 도구의 recover-password 명령을 사용하면 vCloud Director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과 암호
를 아는 사용자가 vCloud Director 시스템 관리자 암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암호를 복구하려면 명령줄에 다음 형식의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cell-management-tool recover-password options

5장 셀 관리 도구 참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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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셀 관리 도구 옵션과 인수, recover-password 하위 명령

옵션 인수 설명

--help (-h) 없음 이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에 대한 요약을 보여 줍니다.

--dbuser vCloud Director 데이터베
이스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입
니다.

명령줄에 제공해야 합니다.

--dbpassword vCloud Director 데이터베
이스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작업의 실패 상태 업데이트
셀이 고의로 종료되었을 때 실행 중이던 작업과 연관된 완료 상태를 업데이트하려면 셀 관리 도구의
fail-tasks 명령을 사용합니다. fail-tasks 명령은 모든 셀이 종료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ell-management-tool -q 명령을 사용하여 셀을 정지할 경우 몇 분 내에 실행 중인 작업이 정상적으로 종료
되어야 합니다. 중지된 셀에서 작업이 계속 실행되는 경우 수퍼유저가 셀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
행 중인 모든 작업이 강제로 실패 처리됩니다. 실행 중인 작업을 강제로 실패 처리하는 종료를 수행한 후
수퍼유저는 cell-management-tool fail-tasks를 실행하여 해당 작업의 완료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작업의 완료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방법은 선택 사항이지만 관리 작업으로 인한 실패를 명확하
게 식별하여 시스템 로그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지된 셀에서 아직 실행 중인 작업의 목록을 생성하려면 다음 형식의 명령줄을 사용합니다.

cell-management-tool -u sysadmin-username cell --status-verbose

표 5‑10.  셀 관리 도구 옵션과 인수, fail-tasks 하위 명령

명령 인수 설명

--help (-h) 없음 이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에 대한 요약을 보여 줍니다.

--message (-m) 메시지 텍스트 작업 완료 상태에 배치할 메시지
텍스트입니다.

예: 셀에서 실행 중인 작업을 실패한 것으로 처리

이 예에서는 셀이 종료될 때 여전히 실행 중이던 작업과 연관된 작업 완료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fail-tasks -m "administrative shutdown"

Operation: IMPORT_SINGLETON_VAPP, Start time: 12/16/13 6:41 PM, Username: system, Organization: org1 Would 

you like to fail the tasks listed above? 

작업을 관리 종료의 완료 상태로 업데이트하려면 y를 입력합니다. 작업을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면 n을 입력합니다.

참고   여러 개의 작업이 응답으로 반환된 경우 해당 모든 작업을 실패 처리할지 또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지 결정해야 합니다. 작업의 일부만 선택하여 실패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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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상 시스템 성능 메트릭을 저장
및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
웨어(선택 사항)의 설치 및 구성 6

vCloud Director는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 시스템의 가상 시스템 성능 및 리소스 사용에 대한 현재 및
이전 정보를 제공하는 메트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전 메트릭 데이터는 Cassandra 클러스터에서 지
원하는 KairosDB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Cassandra 및 KairosDB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이므로, 함께 배포할 경우 가상 시스템 메트릭 같
은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고성능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가상
시스템의 이전 메트릭 검색이 지원되도록 하려면 Cassandra 및 KairosDB를 설치하고 구성한 다음,
cell-management-tool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를 KairosDB에 연결합니다. 현재 메트릭
을 검색할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선택 사항)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메트릭의 검색을 지원하려면 vCloud Director에 Cassandra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Cassandra 클러스터는 Cassandra가 설치되고 Cassandra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시
스템으로 구성됩니다. vCloud Director 표준 설치의 경우 Cassandra 클러스터에 3개 이상의 시스템
이 있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 메트릭 모니터링 기능에서 복제 인수로 2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
스템이 3개일 경우 Cassandra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 노드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vCloud Director 설치에 단일 Cassandra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ssandra 클러스터와 연동하도록 구성된 KairosDB 인스턴스가 하나 이상 필요합니다. 클라우드가
여러 가상 시스템에서 이전 메트릭을 수집할 경우 KairosDB의 추가 인스턴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assandra 노드 중 하나에 KairosDB를 설치 및 구성하고 셀 관리 도구로 해당 끝점을 가리키거나,
Cassandra 노드마다 KairosDB를 설치 및 구성하고 구성 앞에 로드 밸런서를 추가한 다음 셀 관리 도
구로 로드 밸런서 끝점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vCloud Director는 단일 IP 주소에서 KairosDB와 통
신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여러 KairosDB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설치에서는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여 로
드 밸런서 주소를 제공하고 vCloud Director 요청을 KairosDB 인스턴스에 배포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n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선택 사항)를 구성하기 전에 vCloud Director가 설치되어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n Cassandra 및 KairosDB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경우 http://cassandra.apache.org/ 및 
https://code.google.com/p/kairosdb/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n http://cassandra.apache.org/download/에서 Cassandra 1.2.x 또는 Cassandra 2.0.x
를 다운로드합니다.

n https://code.google.com/p/kairosdb/에서 KairosDB 0.9.1을 다운로드합니다.

n 다음 구성에 따라 vCloud Director 설치에 사용할 Cassandra 클러스터의 설치 및 구성을 완료합
니다.

n Cassandra 1.2.x 또는 Cassandra 2.0.x는 vCloud Director 셀에 사용되는 동일 네트워
크에 연결된 3개 이상의 시스템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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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시스템은 공유 스토리지가 아니라 해당 시스템 자체의 물리적 스토리지를 갖도록 구성되어 있습
니다.

n 시스템은 Cassandra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 메모리 사용 및 디스크 액세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Cassandra 클러스터에 대해 Java
Native Access(JNA) 버전 3.2.7 이상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n Cassandra 클러스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려면 Cassandra 노드 중 하나에 KairosDB 0.9.1
인스턴스를 하나 이상 설치 및 구성합니다. 해당 구성 앞에 로드 밸런서를 추가하는 경우
Cassandra 노드마다 KairosDB를 설치 및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n KairosDB 및 Cassandra가 올바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http://KairosDB-IP:8080/api/v1/metricnames를 찾아 이동합니다. 오류 없이 페이지가 열리면
KairosDB 및 Cassandra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n cell-management-tool 유틸리티의 service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service 명령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vCloud Director 서비스 시작 또는 중지,”(3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시저

1 cell-management-tool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및 KairosDB 간의 연결을 구성합니
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KairosDB-IP는 KairosDB가 설치된 시스템의 IP 주소이
거나 KairosDB의 여러 인스턴스에 요청을 배포하기 위해 사용하는 로드 밸런서의 IP 주소입니다.

[root@cell1 /opt/vmware/vcloud-

director/bin]# ./cell-management-tool configure-metrics --repository-host KairosDB-IP 

--repository-port 8080

2 cell-management-tool 유틸리티의 service 명령을 사용하여 각 vCloud Director 셀을 다시 시작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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