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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OpenStack 개요 
 
0.1 서비스 형 인프라(Infrastructure-as-a-Service, IaaS) 클라우드 
서비스 형 인프라(Infrastructure-as-a-Service, IaaS) 클라우드는 IT 인프라 자원인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및 OS 를 인터넷을 통해 셀프 서비스 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생성, 관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의미한다. 
IaaS 클라우드는 서버가상화(하이퍼바이저), 스토리지(블록스토리지, 네트워크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및 로컬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L2, L3 스위치, 라우터 및 방화벽, VPN 등), 
클라우드 관리(Stack), 과금 및 모니터링 솔루션이 통합되어 사용자에게 셀프 서비스 포털을 
통해서 원하는 IT 자원을 제공하게 된다. Figure 1 은 IaaS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나타낸 그림으로, 
IaaS 클라우드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치 등으로 구성된 물리적 Layer 위에, 서버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를 지원하는 가상화 Layer 가 위치하게 되며, 이러한 가상 자원을 
구성하기 위한 프로비저닝 Layer 와 클라우드 관리를 위한 Layer 로 구성된다. 
 

 
Figure 1 IaaS 클라우드 아키텍처 

 
0.2 OpenStack 클라우드 플랫폼 
OpenStack 은 2010 년 NASA 와 RackSpace 가 공동으로 시작한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프로젝트에서 개발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로 대규모의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등 컴퓨팅 자원을 통합하여 공용(Public), 사설(Private) 및 하이브리드 IaaS 클라우드를 구현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OpenStack 에는 가상화 레이어, 프로비저닝 레이어, 클라우드 관리 
및 서비스 레이어 등 대규모 가상 데이터 센터를 구현할 수 있는 필수 소프트웨어 요소가 통합되어 
있으며, 웹 기반의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OpenStack 은 범용 x86 
서버와 ARM 기반의 서버, 표준 스토리지 및 표준 네트워크 장비를 지원하는 개방형 아키텍처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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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가상화 통합, 사설, 공용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서비스는 
Figrue 2 에서와 같이 API 를 통해 연결된다. 

 
Figure 2 OpenStack Service Architecture [1] 

 
0.2.1 OpenStack 서비스 
OpenStack 을 구성하는 주요한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다[2]. 
 

Table 1 OpenStack 주요 서비스[2]  
서비스 프로젝트 명 설명 
대시보드 
(Dashboard) 

Horizon 인스턴스 생성, IP 주소 할당, 접속 제어 등 OpenStack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웹기반 셀프 서비스 포털 제공 

컴퓨트 
(Compute) 

Nova OpenStack 환경에서 컴퓨팅 인스턴스 라이프사이클 관리. 
가상머신 생성, 스케쥴링, 삭제 등을 담당 

네트워킹 
(Networking) 

Neutron OpenStack Compute 등의 OpenStack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제공.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API 를 제공. 다양한 네트워크 
업체와 기술을 지원하는 플러그인 아키텍처로 제공 

오브젝트 스토리지 
(Object Storage) 

Swift Restful, HTTP 기반의 API 를 통해 비정형의 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한 저장 및 사용 수행. 디렉토리 마운트 
형태의 파일서버 구조와 달리, 오브젝트와 파일을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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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에 기록하여 다수의 서버에 걸쳐 데이터의 복제를 
지원하는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로 고수준의 내결함성(fault-
tolerant)을 갖고 있음 

블록 스토리지 
(Block Storage) 

Cinder 구동중인 인스턴스를 위한 지속성 있는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 플러그인 형태의 드라이버 아키텍처를 통해 블록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생성 및 관리를 지원함 

자격증명 
(Identity 
Service) 

Keystone OpenStack 서비스들을 위한 인증과 권한관리 서비스 제공. 
모든 OpenStack 서비스의 엔드포인트 카탈로그 제공 

이미지 
(Image Service) 

Glance 가상 머신 디스크 이미지 저장 및 사용을 지원. OpenStack 
컴퓨트에서 인스턴스 배포에 사용 

텔레미터리 
(Telemetry) 

Ceilometer 과금, 벤치마킹, 확장성 및 통계치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과 
미터링 수행 

오케스트레이션 
(Orchestration) 

Heat 고유의 HOT(Heat Orchestration Template) 템플릿이나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포맷으로, OpenStack 고유의 
REST API 와 CloudFormation 호환 쿼리 API 를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조율하는 기능 수행 

 
0.2.2 기본 구성 
OpenStack 을 설치하고 가상 머신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구성에는 최소 두 대의 노드(컨트롤러 
노드와 컴퓨트 노드)가 필요하며, 블록 스토리지나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 설치를 위해서는 추가 
노드가 필요할 수 있다. Figure 3 에 필수 노드, 옵션 노드 및 최소 하드웨어 사양이 나타나 있다. 

 
Figure 3 Minimal OpenStack Hardware Requireme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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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penStack 기본 구성 예시 

Figure 4 는 OpenStack 기본 구성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 노드의 특징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컨트롤러(Controller) 노드 
컨트롤러 노드는 OpenStack 클라우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노드로 자격증명(Identity) 서비스, 
이미지 서비스, 컴퓨트 노드 관리 기능, 네트워크 관리 기능, OpenStack 네트워킹 에이전트 및 
대시보드가 구동된다. 이와 함께, OpenStack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SQL 데이터베이스, 
메지시큐 및 OpenStack 클라우드 내의 시간 동기화를 위한 NTP 서비스가 구동된다. 컨트롤러 
노드는 최소 2 개 이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NIC)가 필요한데, 하나의 NIC 는 External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인터넷)와 연결되며, 다른 하나의 NIC 는 관리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컴퓨트(Compute) 노드 
컴퓨트 노드는 인스턴스(가상머신 등)를 실행하는 하이퍼바이저가 구동되는데, KVM(Kernal 
Virtual Machine)이 기본 하이퍼바이저이다. 이와 함께, 인스턴스를 가상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보안 그룹(Security Group)을 통해 인스턴스에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는 네트워킹 서비스 
에이전트가 실행된다. 컴퓨트 노드에는 최소 2 개 이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하나의 
NIC 는 External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의 서비스에 연결되며, 다른 하나의 NIC 는 관리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블록 스토리지 노드 
옵션으로 구성되는 블록 스토리지 노드는 인스턴스를 위한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와 공유 파일 
시스템 서비스가 구동되며, 디스크 드라이브가 장착된다. 기본 구성에서는 블록 스토리지 노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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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트 노드간의 통신은 관리 네트워크(Management Network)를 사용하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성능과 보안을 위해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록 스토리지 노드는 최소 
1 대 이상으로 구성되며, 각 노드에는 최소 1 개 이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노드 
옵션으로 구성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노드에는 계정, 컨테이너 및 오브젝트를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가 구동되며 디스크 드라이브가 장착된다. 기본 구성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통신을 위해 관리 네트워크(Management Network)를 사용하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성능과 보안을 
위해 별도의 전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노드는 두 대 이상으로 
구성되며, 각 노드에는 최소 1 개 이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실제 운용 시스템은 Figure 5 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중화하면서, 이중화된 컨트롤러 
노드와 전용 네트워크 노드, 복수의 컴퓨트 노드, 이중화된 블록 스토리지 노드 및 다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노드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노드와 컴퓨트 노드간의 셀프 서비스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전용 오버레이(터널)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비스에 사용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및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 구성과 실제 운용 구성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기본 구성에서 네트워킹 에이전트는 전용 네트워크 노드가 아닌 컨트롤러에 설치된다. 
 셀프 서비스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전용 오버레이(터널) 네트워크는 관리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Figure 5 OpenStack 실제 운용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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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네트워킹 
OpenStack 에서는 네트워킹 모드로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와 셀프서비스 네트워크 두 가지를 지원한다. 
두 가지 모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네트워킹 옵션 1: 프로바이더(Provider) 네트워크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옵션은 Layer-2(브리지/스위치) 서비스와 VLAN 을 이용하여 OpenStack 에서 
구동되는 인스턴스가 물리적인 프로바이더(External)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는 모드로 라우팅 등 
Layer-3 서비스는 OpenStack 이 아닌 외부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가 담당하게 된다. 이 때 
OpenStack 에서 구동되는 Instance 의 IP 주소는 외부의 DHCP 서비스를 통해 할당받는다. 이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하지 못하고, 미리 지정되어 있는 네트워크만을 
사용하게 된다. 테넌트 별 네트워크 분리는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VLAN 을 통해서 
수행된다. 
Figrure 6 에 나타나 있듯이, Compute1 과 Compute2 에서 구동되는 Tenant A 의 VM1, VM2, VM3 은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며,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VLAN 을 통해 가상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Tenant B 도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에서 VLAN 을 통해 직접 
연결된다. 이 때, 가상 머신의 IP 주소는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제공되는 DHCP 서비스 
등을 통해 할당되며, 라우팅 등 Layer-3 서비스도 OpenStack 이 아닌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에서 
제공된다. 

 
Figure 6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개념 

 
 네트워킹 옵션 2: 셀프서비스(Self-Service) 네트워크  
셀프서비스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테넌트(OpenStack 에서의 Project)에 사용될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는 옵션으로 Layer-3(라우팅) 서비스를 통해 External(프로바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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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인스턴스가 연결되어 있는 가상네트워크는 가상라우터에서 제공하는 NAT 를 
통해 물리적인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며, LBaaS(Load Balancing as a Service) 또는 
FWaaS(Firewall as a Service)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Figure 7 에서와 같이 셀프서비스 네트워크에서는 Tenant A 에 속한 가상 머신 VM1, VM2, VM3 은 
가상 네트워크로 Tenant A 의 가상 라우터에 연결되고, 이 가상라우터에서 제공하는 NAT 를 통해 
External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마찬가지로, Tenant B 도 가상 라우터를 통해 External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그리고, Tenant A 와 Tenant B 는 가상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격리된다. 

 
Figure 7 셀프서비스 네트워크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