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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환경 구성 
 

 
 
이 절에서는 Figure 8 에 나타나 있는 컨트롤러와 컴퓨트 노드 설치 환경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2.1 물리적 환경 구성 
물리적인 두 대의 호스트 서버를 이용하여 OpenStack 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Figure 8 에서와 
같이 두 대의 서버를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한다. External Network 와 Management Network 및 
Install Network 별로 별도의 네트워크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드웨어 구성이 
완려되면 호스트 서버 설치 및 구성으로 진행한다. 
 

2.2 VMware Player 설치 환경 구성 
OpenStack 설치를 위한 기본 구성에는 컨트롤러와 컴퓨트 노드 두 대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두 
대의 물리적인 서버가 없을 경우에는 한 대의 호스트 컴퓨터에 두 대의 가상 머신을 설치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데스크탑 PC 나 노트북 등에서 가상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오픈소스인 Oracle 의 VirtualBox 나 VMware 의 VMware Workstation Pro 또는 VMware Player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상업적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VMware Player 7.0 를 이용하여 환경을 구성하고자 한다.  
 
2.2.1 VMware Player 호스트 머신 요구 사항 
Figure 8 에서 설명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권장 VMware Player 호스트 요구 사양은 다음과 같다. 
 

 프로세서 : 64 bit x86 CPU 
- VT-x 를 지원하는 인텔 CPU 
- 64 bit 주소(Long mode)에서 Segment-limit 를 지원하는 AMD CPU 

 메모리 : 8GB 권장 
- 4GB 의 경우 컨트롤러 노드 1GB, 컴퓨트 노드 2GB 
- 디스크 여유 공간 : 300GB 권장 
- 디스크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Glance, Cinder, Nova 용 공간을 줄일 것을 권장함 

 네트워크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최소 1 개 이상의 NIC 
 운영체제 : Windows /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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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VMware Player 네트워크 구성 
이와 더불어 호스트 컴퓨터는 공유기를 통해 NAT 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VMware Player 가 설치된 호스트 컴퓨터에는 Figure 9 와 같이 컨트롤러 VM 과 Compute1 VM 이 
구동되며, VMware Player 에서 제공하는 가상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각각의 가상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External Network(Bridge Network) 
컴퓨트 노드에서 구동되는 인스턴스가 외부 인터넷과 통신하기 위한 External Network 는 Bridge 
Network 로 구성되며, VMnet0 가상 스위치를 통해 브리지모드로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다. 브리지 
모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공유기의 IP 대역인 192.168.0.0/24 대역의 IP 주소를 OpenStack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Management Network(Host-Only Network) 
OpenStack 관리를 위해 컨트롤러 VM 과 컴퓨트 VM 을 연결하는 관리 네트워크는 Host-Only 
Network 로 구성되며, VMnet1 스위치에 연결된다. Host-Only Network 로 구성할 경우 호스트 
컴퓨터(VMware Player 가 설치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며, 호스트 컴퓨터 
외부에서는 컨트롤러 VM 과 컴퓨트 VM 에는 접속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관리 네트워크 격리와 같은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Host-Only 모드에서는 DHCP 서버가 VMnet1 가상 스위치에 연결되어 IP 
주소가 DHCP 로 할당되는데, 이 글에서는 DHCP 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관리 네트워크 IP 주소를 
할당한다. 
 
 Install Network(NAT Network) 
설치에 사용될 Install Network 는 VMware Player 가상 머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NAT 
Network 로 구성하여, 인터넷에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한다. 이 때 NAT Network 는 VMnet8 가상 
스위치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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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VMware Player에서 가상 머신을 이용한 기본 구성 

 
2.2.3 컨트롤러 VM 구성 
VMwarep Player 호스트 머신에 VMware Player 를 설치한 후 다음의 과정으로 컨트롤러 VM 을 
생성한다. 이 때, CentOS-7-x86_64-Minimal.iso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 둔다. 
 
1. “Create a New Virtual Machine”을 선택하여 가상 머신 생성을 진행한다. 
 
2. Guest 운영 체제로 Linux, 버전으로 CentOS 64-bit 를 선택하고, 가상 머신 이름을 
Controller 로 지정한 후 가상 머신을 생성한다. 디스크 용량은 기본 값인 20GB 를 지정한다. 

   
 
3. 가상 머신을 생성한 후 가상 머신의 사양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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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서 : 2(Virtualize Intel VT-x/EPT or AMD-V/RVI 를 활성화한다) 
 메모리 : 2 GB 
 CD/DVD : Use ISO image file 을 선택하고, CentOS-7-x86_64-Minimal.iso 를 지정한다. 

 
4. Glance 이미지 서비스를 위한 50 GB 가상 디스크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5. Cinder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를 위한 100GB 가상 디스크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6. 2 개의 Network Adapter 를 추가한 후 총 세 개의 Network Adapter 를 각각 Bridged, Host-
only 및 NAT 모드로 설정한다. 

 Network Adaptor : Bridged(Automatic)를 선택하고, Configure Adapters 에서 VMware 
Player  호스트 머신에서 사용중인 물리적인 네트워크 어뎁터를 지정한다. 이 글에서는 
Intel(R) Wireless-N 7260 어뎁터를 사용하여 호스트 머신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 

 Network Adaptor 2 : Custom 을 선택하고 VMnet1(Host-only) 에 연결한다. 
 Network Adaptor 3 : NAT 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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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과정으로 생성된 컨트롤러 VM 의 사양은 VMware Player 의 Virtual Machine Setting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Memory : 2 GB 
 Processors : 2 
 Hard Disk : 20 GB(OS), 50 GB(Glance), 100 GB(Cinder) 
 Network Adapter : 1 - Bridged, 2 - Custom(VMnet1), 3 – NAT 

 
 
 
2.2.4 컴퓨트 VM 구성 
VMware Player 호스트 머신에 VMware Player 를 설치한 후 다음의 과정으로 컴퓨트 VM 을 
생성한다. 이 때, CentOS-7-x86_64-Minimal.iso 이미지를 호스트 머신에 다운로드 해 둔다. 
 
1. “Create a New Virtual Machine”을 선택하여 가상 머신 생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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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uest 운영 체제로 Linux, 버전으로 CentOS 64-bit 를 선택하고, 가상 머신 이름을 
Controller 로 지정한 후 가상 머신을 생성한다. 디스크 용량은 기본 값인 20GB 를 지정한다. 

   
 
3. 가상 머신을 생성한 후 가상 머신의 사양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프로세서 : 4(Virtualize Intel VT-x/EPT or AMD-V/RVI 를 활성화한다) 
 메모리 : 4 GB 
 CD/DVD : Use ISO image file 을 선택하고, CentOS-7-x86_64-Minimal.iso 를 지정한다. 

 
4. Nova 컴퓨터 서비스를 위한 100 GB 가상 디스크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5. 2 개의 Network Adapter 를 추가한 후 총 3 개의 Network Adapter 를 각각 Bridged, Host-
only 및 NAT 모드로 설정한다. 

 Network Adaptor : Bridged(Automatic)를 선택하고, Configure Adapters 에서 VMware 
Player 호스트 머신에서 사용중인 물리적인 네트워크 어뎁터를 지정한다. 이 글에서는 
Intel(R) Wireless-N 7260 어뎁터를 사용하여 호스트 머신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 

 Network Adaptor 2 : Custom 을 선택하고 VMnet1(Host-only) 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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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Adaptor 3 : NAT 를 선택한다. 
 

  
 
이상의 과정으로 생성된 컴퓨트 VM 의 사양은 VMware Player 의 Virtual Machine Setting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Memory : 4 GB 
 Processors : 4 
 Hard Disk : 20 GB(OS), 100 GB(Nova) 
 Network Adapter : 1 - Bridged, 2 - Custom(VMne1), 3 – NAT 

 
 

마지막으로 VMware Player 호스트 머신에서 컨트롤러 VM 과 컴퓨트 VM 에 관리 네트워크 대역인 
10.0.0.0/24 대역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VMnet1 네트워크 어뎁트의 IP 주소를 변경한다. 
네트워크 장치 중 VMware Network Adapter VMnet1 을 찾아서 IP 주소를 
10.0.0.1/255.255.255 로 변경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VMnet1 가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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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와 컴퓨트 노드의 관리 네트워크 주소인 10.0.0.11 과 10.0.0.31 에 호스트 머신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