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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설명서 >>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가상 자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Compute – 인스턴스(가상 서버)인 인스턴스 생성, 재시작, 종료, 삭제 등의 인스턴스에 대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스턴스에 로그인할 때 사용되는 KeyPair 를 생성, 등록할 수 

있습니다. 

 Volume – 영속가능한 저장 공간으로 인스턴스에 디스크 볼륨을 추가할 때 사용하거나, 

인스턴스의 boot disk를 볼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twork - 인스턴스에서 외부와의 통신 및 인스턴스간 통신을 위한 가상 자원으로 인스턴스 생성 

시, 네트워크를 선택해 인스턴스가 접근 가능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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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콘솔 대시보드 메뉴 설명입니다.  

 

Project(프로젝트) 

 

Project → API Access(API 액세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서비스 및 서비스의 엔드포인트를 표시합니다. 콘솔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크레덴셜(Credential) 정보, 또는 클라이언트 환경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OpenRC 파일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OpenRC 파일 내용을 클라이언트 환경 변수로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Project →  Compute→ Overview(개요) 

현재 프로젝트에서 가능한 자원 사용량 대비 사용 중인 인스턴스 자원들의 사용량을 원형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표현되는 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턴스(Instances) 사용 중인 인스턴스 개수 

VCPUs 사용 중인 가상 CPU 개수 

RAM 사용 중인 RAM 용량 

Floating IP 사용 중인 플로팅 IP 개수 

보안 그룹(Security Groups) 사용 중인 보안 그룹 개수 

볼륨(Volumes) 사용 중인 볼륨 개수 

볼륨 스토리지(Volume Storage) 사용 중인 볼륨 스토리지 용량 

 

 

Project → Compute → Instances(인스턴스)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가상 서버에서 인스턴스 생성 시 미리 생성된 Network, Image, Flavor 등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으로 가상머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의 ‘인스턴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Project → Compute → Images(이미지)  

이미지 서비스는 가상 서버에 운영 체제를 설치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시스템에 추가하거나 삭제,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미지 서비스에서 등록한 이미지를 이용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이미지 생성 및 삭제, 이미지를 이용한 인스턴스 생성, 이미지의 메타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리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등록한 이미지나, 인스턴스를 통해 생성된 스냅샷의 

경우, 사용자가 속한 프로젝트(Project)에서만 공유됩니다. 다른 프로젝트에 속하는 사용자는 해당 스냅샷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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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 Compute → Key Pairs  

키 페어 서비스는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ssh 키 페어를 말합니다. 인스턴스에 ssh 키 페어의 

공개 키를 등록하고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 비밀 키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키 

페어 생성, 또는 삭제, 기존의 키 페어로 이용된 키를 임포트(import)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생성 시, 키 

페어를 이용하는 것은 ‘인스턴스 생성’ 및 ‘키 페어를 이용한 인스턴스 접근'을 참조하십시오.  

 

Project → Compute → Server Groups  

서버 그룹은 인스턴스를 스케줄 하는데 있어서 비슷한 기능의 인스턴스들이 프로비저닝 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동일한 서버 그룹을 지정하면, 인스턴스들이 동일한 컴퓨팅 노드에서 시작됩니다. 인스턴스(가상 

머신)간 네트워킹 시,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통신하게 되어 네트워크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Project→ Rating → Rating  

클라우드 가상 자원에 대해 해당 월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ject→ Rating → Reporting 

클라우드 가상 자원에 대해 해당 월의 사용량을 시각화 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ject → Volumes → Volumes 

 볼륨은 인스턴스에  연결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볼륨을 생성할 때 빈 볼륨 

외에도 이미지 또는 다른 볼륨을 소스로 부팅 가능한 스토리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볼륨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고, 언제든지 다른 인스턴스에 다시 연결하는 등의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볼륨 스냅샷을 생성하여 현재 상태의 볼륨을 저장해 두었다가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서의 ‘인스턴스’를 참조하십시오. 

 

Project → Volumes → Snapshots(스냅샷) 

볼륨 스냅샷 서비스는 볼륨을 중단하지 않고 복사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급 백업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정된 스냅샷 또는 특정 시점에서 인스턴스를 부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설명서의 

‘볼륨’의 ‘볼륨에서 볼륨 스냅샷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Project → Volumes → Groups(그룹) 

볼륨 그룹은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볼륨의 스냅샷을 한꺼번에 동일 시간대에 생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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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볼륨 그룹은 동일한 백엔드로 제공하면 하나 이상의 볼륨 타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Project → Volumes → Group Snapshots(그룹 스냅샷) 

볼륨 그룹에 의해 만들어진 볼륨의 스냅샷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스냅샷으로 동일 시간대에 

데이터 일관성이 유지된 볼륨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Project → Network → Network Topology(네트워크 토폴로지) 

네트워크 토폴로지 서비스는 외부 네트워크(Public Network)와 내부 네트워크(Private Network) 간의 관계, 

네트워크 요소 간의 관계를 시각화 하여 보여줍니다. 설명서의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토폴로지’ 를 

참조하십시오. 

 

Project → Network → Network(네트워크) 

네트워크 서비스는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 및 클라우드 내의 디바이스들을 연결하는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 

및 편집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설명서의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Project → Network → Router(라우터) 

가상 라우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게이트웨이와 서브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우터는 공인 IP 대역을 

사용하는 외부 네트워크와 사설 IP 대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상 머신 용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상 서버들은 라우터를 통해 연결된 서브넷의 다른 가상 서버에 접근할 수 있으며 

게이트웨이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라우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Project → Network → Security Groups(보안 그룹) 

보안 그룹(Security Group)은 특정 IP와 포트 또는 여러 IP와 포트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룰을 관리하는 

서비스로서 가상 방화벽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에서 ‘보안그룹’을 참조하십시오. 

 

Project → Network → Load Balancers(로드밸런서) 

로드밸런서는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로드밸런서는 네트워크 포트를 차지하고 서브넷에서 

할당된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밸런서 리스너는 여러 포트에서 요청을 수신합니다. 로드밸런서를 

통해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서버들을 멤버로 가지며, 각 멤버는 IP 주소 및 포트로 지정됩니다. 상태 

모니터는 풀과 연관되어,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멤버의 트래픽을 다른 곳으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네트워크’에서 ‘로드밸런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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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 Network → Floating IPs(Floating IP) 

Floating IP는 외부 네트워크의 서브넷 풀에 속해 있는 IP 주소입니다. 가상 서버는 할당 받은 

floating IP를 통해 외부와 통신합니다. ‘네트워크’에서 ‘Floating IP’을 참조하십시오. 

 

Project → Orchestration → Stacks(스택)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템플릿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합니다. 템플릿에서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생성하는 절차를 스태킹(staking)이라고 하는데 히트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YAML 언어로 구성됩니다. Template에 대한 내용은 OpenStack Docs: Heat Orchestration 

Template (HOT) specification를 참조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Project → Orchestration → Resource Types(리소스 타입) 

템플릿 버전 목록을 표시합니다. 템플릿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ject → Orchestration → Template Versions(템플릿 버전) 

템플릿 버전 목록을 표시합니다. 템플릿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ject → Orchestration → Template Generator (템플릿 생성기) 

시각적 편집기를 이용해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Project→ Object Store→ Containers( 컨테이너) 

오브젝트 저장소(Object store)는 Amazon S3와 같이 대용량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구역을 나누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공간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생성됩니다.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존재해야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어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어’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Identity(인증) 

Identity → Project(프로젝트) 

시스템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합니다. 사용자가 속한 프로젝트의 이름, 설명, 도메인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https://docs.openstack.org/heat/latest/template_guide/hot_spec.html#hot-spec
https://docs.openstack.org/heat/latest/template_guide/hot_spec.html#hot-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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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 User(사용자) 

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합니다. 사용자의 이름, 설명, Email, User ID, 사용 여부,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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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만에 인스턴스 만들기 >>  

 

인스턴스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호스팅 되는 가상 머신으로, 인스턴스 생성 시 미리 생성된 Network, Image, 

Flavor 등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으로 가상머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키 페어와 인터넷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가 먼저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키페어(Key Pair) 생성 

키페어 서비스는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ssh 키페어를 말합니다. 인스턴스에 ssh 키페어의 공개 

키를 등록하고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 비밀 키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키 페어 생성 기능은 새로운 

공개키-비밀키 짝을 생성하고 시스템에 생성한 공개키를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Compute → Key Pair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페이지 상단의 ‘키 페어 생성(Create Key Pair)’을 클릭합니다.  

 

 

 

 키페어 이름(Key Pair Name): 생성할 키 페어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키 유형(Key Type): 인스턴스 접근을 위해 SSH 타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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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키 페어 생성 (Create Key Pair)’를 클릭하면, 입력한 이름으로 pem 파일 형식의 비밀 키가 로컬로 

다운로드 되고, 공개 키가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네트워크(Network) 생성 

네트워크 생성 기능은 새로운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가상 네트워크는 내부 네트워크(Private Network)로 외부로 연결되는 공용 네트워크는 관리자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내부 네트워크내에서 여러 가상 서버가 연결되어 네트워킹을 진행하며, 생성 

네트워크에 연결된 라우터를 통하여 외부 접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트워크 생성 

네트워크 생성 기능은 새로운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가상 네트워크는 내부 네트워크(Private Network)로 외부로 연결되는 공용 네트워크는 관리자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생성 기능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단계에서 생성할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서브넷 정보, 세 번째 단계에서 DHCP 설정 여부, DNS 정보 등의 서브넷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 1. Project → Network → 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Step 2. 네트워크 리스트 테이블 상단의 ‘네트워크 생성(Create Network)’를 클릭합니다.  

Step 3. 대화상자의 ‘네트워크(Network)’탭에서 생성할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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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이름 (Network Name): 생성할 네트워크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관리 상태 활성화 (Enable Admin State): 네트워크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브넷 생성 (Create Subnet): 서브넷 생성 여부를 선택합니다. 

 가용 구역 힌트 (Availability Zone Hints): 가상 네트워크가 구현될 가용 구역을 선택합니다. 

Step 4. 대화상자의 ‘서브넷(Subnet)’탭에서 생성할 서브넷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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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넷 이름 (Subnet Name): 생성할 가상 네트워크의 서브넷 이름을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주소 (Network Address): 생성할 가상 네트워크의 주소를 CIDR 형태로 입력합니다. (예: 

192.168.0.0/24). 

 IP 버전 (IP Version): IP 버전을 IPv4 또는 IPv6로 할 지 선택합니다. 

 게이트웨이 IP (Gateway IP): 생성할 가상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 

가상 네트워크의 첫 주소가 게이트웨이로 할당됩니다. 

 게이트웨이 비활성 (Disable Gateway):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택합니다. 

 

Step 5. 대화상자의 ‘서브넷 세부 정보 (Subnet Details)’탭에서 DHCP 설정 여부, DNS 정보 등의 서브넷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값 선택하지 않음>  

 

 DHCP 사용 (Enable DHCP): 가상 네트워크에서 DHCP 기능을 사용할 지 선택합니다. 

 Pools 할당 (Allocation Pools): 특정 IP 풀만 사용하기 위해 입력합니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 전체 IP를 

모두 사용합니다. IP 풀 입력은 <시작 IP 주소>:<마지막 IP 주소> 형태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 

192.168.0.100,192.168.0.120). 여러 풀을 입력할 경우 한 라인에 하나의 풀만 입력해야 합니다. 

 DNS 네임 서버 (DNS Name Servers): 가상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DNS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러 

DNS 서버를 사용할 경우 한 라인당 하나의 주소만 입력해야 합니다. 

 호스트 경로 (Host Routes): Host Route 기능을 이용할 때 입력합니다. 입력 형태는 <destination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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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다음 hop 주소>이며 한 라인에 한 엔트리만 입력해야 합니다. 

 

Step 6. 입력 폼을 모두 작성하고 오른쪽 하단의 [생성 (Create)] 버튼을 누르면 네트워크 생성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면 Project → Network → 네트워크 페이지의 리스트 테이블에 

네트워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 생성 

라우터 생성 기능은 새로운 가상 라우터를 생성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Step 1. Project → Network → 라우터로 이동합니다.  

Step 2. 라우터 리스트 테이블 상단의 ‘라우터 생성(Create Router)’를 클릭합니다.  

Step 3. 대화상자의 ‘라우터(Router)’탭에서 생성할 라우터 정보를 입력합니다.  

 

 

 라우터 이름 (Router Name): 생성할 라우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관리 상태 활성화 (Enable Admin State): 라우터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라우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부 네트워크 (External Network): 라우터와 연결할 외부 네트워크(예를 들어, admin_public_net’ 를 

선택합니다. 

 SNAT 활성화: SNAT 활성화는 외부 네트워크가 설정되었을 때만 동작합니다. 

 가용 구역 힌트 (Availability Zone Hints): 가상 라우터가 구현될 가용 구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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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에 인터페이스 추가 

라우터에 개인(private)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Network → Router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라우터 테이블 목록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라우터 이름을 클릭합니다.  

Step 3. 라우터의 “인터페이스(interface)” 탭 페이지 상단의 ‘인터페이스 추가(Add Interface)’버튼을 눌러 

라우터에 서브넷을 추가합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의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로 네트워크 및 라우터 확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서비스는 외부 네트워크(Public Network)와 내부 네트워크(Private Network) 간의 관계, 

네트워크 요소 간의 관계를 시각화 하여 보여줍니다.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Network → Network Topology 페이지로 이동해 네트워크의 연결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합니다(네트워크의 서브넷 주소, 라우터 주소, Floating IP, 실행되는 인스턴스의 수나 

라우터에 연결된 인터페이스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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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그룹에 보안 규칙 추가/삭제 

보안 그룹의 변경된 규칙들은 인스턴스 생성 시, 해당 보안 그룹을 선택한 모든 인스턴스들에 모두 

적용됩니다. 또는 인스턴스에 보안 그룹을 추가 설정한 경우에도 추가된 보안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이 

과정은 SSH와 ICMP(핑)가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tep 1. Project → Network → Security Group으로 이동합니다.  

Step 2. 보안 그룹 리스트 테이블에서  변경할 보안 그룹의 작업에서 ‘규칙 관리’를 클릭합니다.  

Step 3. 규칙들에 대해 ‘규칙 추가’하거나, 필요 없는 경우 ‘규칙 삭제’합니다. 

Step 4. ‘규칙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규칙: SSH, 원격:CIDR, CIDR: 0.0.0.0/0) 

Step 5. ‘규칙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규칙: ICMP, Direction: 들어옴, 원격:CIDR, CIDR: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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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사용자 정의 TCP 규칙부터 몇 개의 알려진 값(HTTP, SSH, ICMP 등)을 선택합니다. 해당 값의 

선택에 따라 대화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필드들이 달라집니다.  

 설명: 추가될 규칙에 대한 설명 

 Direction: 들어옴/내보냄을 선택합니다.  

 포트: 적용될 포트 값을 입력합니다.  

 원격: 허용된 IP 범위 지정시에는 ‘CIDR’, 보안 그룹내 모든 멤버 접근시는 ‘Security Group’을 선택합니다.  

 CIDR: CIDR값을 입력합니다. 

 

Step 5. 규칙 리스트에서 적용된 값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인스턴스를 원클릭으로 생성(Quick Launch) 

인스턴스 생성의 기본 요소만 선택하여 자동으로 환경을 구성하여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Compute → Instance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페이지 상단의 ‘인스턴스 시작(Launch Instance)’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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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스 이름 (Instance Name): : 생성할 인스턴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미지 선택 (Select Image): 생성할 운영체제의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는 HPC-IaaS > 이미지 > VM 

이미지에서 미리 등록한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Flavor 선택 (Select Flavor): 생성할 인스턴스의 Flavo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Flavor는 이미지에 따라 

성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선택 (Select Network): 인스턴스에서 사용 할 Private(사설)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프로젝트의 기본 Private 네트워크를 선택하게 되며, 네트워크 → 네트워크에서 미리 생성한 

사설 네트워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Keypair 선택(Select Keypair): 생성할 인스턴스의 Keypair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 생성된 Keypair가 

없는 경우 +버튼을 클릭해 Keypair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Keypair는 인스턴스 생성 후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 인스턴스에 Floating-IP 연결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할당된 네트워크 내의 Fixed IP가 할당됩니다. 사용자의 여러 

인스턴스들은 Fixed IP를 이용하여 서로 통신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외부 접속을 위해서는 Floating IP를 

인스턴스에 할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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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인스턴스의 액션에서 ‘Floating IP 연결(Associate Floating IP)’을 선택하십시오. 연결할 Floating IP가 

없는 경우 리스트의 ‘+’를 이용해 Floating IP를 할당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 대화 상자에서 연결할 IP을 선택합니다.  

Step 3. 인스턴스에 Floating IP를 연결할 수 있는 서브넷 포트(Port)가 여러 개인 경우, 적합한 Port를 

선택하고, ‘연결(Associate)’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Step 4. 해당 명령에 대한 결과는 메시지 창으로 표시됩니다. 인스턴스 리스트 테이블의 ‘IP Address’ 항목에 

연결된 Floating IP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스턴스의 상세 정보 확인에서 연결된 Floating IP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Project → Network → Floating IP 리스트 테이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명령창을 이용한 인스턴스 접속 

방금 설치한 가상  서버에 키페어를 통한 인스턴스 콘솔 접속이 가능합니다. 터미널에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설치한 OS 이미지에 따라 다릅니다. Ubuntu 이미지의 경우, 

‘ubuntu’를 입력하십시오.  

 

$ ssh -i /path/to/private_key_pair명 [사용자명]@ Floating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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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 -i /path/to/private_key ubuntu@Floating_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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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서 >>  

 

◼ 인스턴스 

⚫ 인스턴스 안내 

인스턴스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호스팅 되는 가상 머신으로, DevStack 에서는 다양한 가상 서버 (인스턴스)의 

타입을 제공합니다.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시작(Launch Instance)’, 또는 ‘빠른 시작(Quick Launch)’를 이용해 

생성합니다. 인스턴스 생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을 갖습니다. 인스턴스 생성 요청 전에 사용자는 

네트워크, 보안 그룹, 키 페어 등을 미리 생성하면, 인스턴스에 해당 값을 연결해 인스턴스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타입 설명 

기본 인스턴스 

일반적인 용도의 가상 서버입니다. 간단한 웹서비스부터 엔터프라이즈 급 

애플 리케이션까지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양을 제공합니다. 

사양 예) 1vCPU, 1GB RAM, 20GB Disk 

고 사양 컴퓨팅 인스턴스 

일반적인 용도의 가상 서버에 비해 높은 코어를 제공하는 가상 서버입니다. 

CPU 점유율이 높은 서비스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사양 예) 16CPU, 32GRAM, 40GB Disk 

GPU 인스턴스 

고성능 병렬 컴퓨팅(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으로 최적화된 GPU 

가상 서버입니다. 병렬 처리에 최적화 성능을 실현함으로써 머신 러닝, 

트랜스코딩, 렌더링, 3D 모델링 등 고성능 워크로드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사양 예)16vCore, 32GB RAM, 200GB Disk(V100 GPU) 

 

 인스턴스 소스: 인스턴스의 운영체제가 있는 이미지, 스냅샷 또는 블록 스토리지 

 Flavor: CPU, RAM, 루트 디스크 사이즈 등 인스턴스의 성능을 정의한 타입 

 네트워크: 인스턴스에 연결될 가상 네트워크 

 보안 그룹: 인스턴스로 통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적용할 방화벽 규칙 

 Floating IP: 인스턴스가 외부와 통신하기 위해 필요한 공용 IP 

 키 페어: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할 ssh 키 페어 

 볼륨: 루트 디스크 외에 인스턴스에 추가로 붙일 수 있는 영구 볼륨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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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스크립트: 인스턴스가 시작할 때 동작 할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 

 

각 인스턴스에 대한 사용 가격 및 관련 문의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가격 안내: https://www.devstack.co.kr/price/ 

. 서비스 및 기술 상담 문의: 02-6402-0656, suppport@devstack.co.kr 

  

https://www.devstack.co.kr/price/
mailto:suppport@devsta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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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스 생성(Launch Instance) 

인스턴스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호스팅 되는 가상 머신으로, 인스턴스 생성 시 미리 생성된 Network, 

Image, Flavor 등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으로 가상머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시작> 

‘인스턴스 시작(Launch Instance)’은 ‘Quick Launch’ 기능에 비해, 옵션을 상세하게 선택하여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생성 기능은 총 11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탭은 다음의 내용에 대한 

설정을 포함합니다. *키 페어와 인터넷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가 먼저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Details 인스턴스 이름, 가용 지역(Zone), 인스턴스 생성 개수 등의 상세 설정 

Source 인스턴스 생성 할 때 설치할 소스 

Flavor 인스턴스의 Flavor 

Networks 인스턴스가 속할 네트워크 

Network Ports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포트 설정 

Security Groups 인스턴스에 적용할 보안 그룹 

Key Pair 인스턴스 접속에 사용할 키 페어 

Configuration 인스턴스 설치 후 추가 작업 설정 

Server Groups 인스턴스가 실행 될 서버 그룹 설정 

Scheduler Hints 인스턴스 생성 할 때 적용할 스케줄러 힌트 

Metadata 인스턴스에 적용할 메타데이터 

* 표시가 있는 탭은 필수 내용 입력, 또는 선택을 해야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합니다.  

 

Step1. ‘인스턴스 시작(Launch Instance)’버튼을 클릭합니다. 

 콘솔 접속 후, Project → Compute → Instance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페이지 상단의 ‘인스턴스 시작(Launch Instance)’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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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Details Tab - 인스턴스 정보 입력 

 인스턴스 이름 (Instance Name): 생성할 인스턴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Description): 인스턴스에 대해 기록할 설명을 입력합니다. 

 가용 구역 (Availability Zone): 인스턴스가 구동될 컴퓨팅 구역을 선택합니다. 

 개수 (Count): 이 생성 작업으로 생성할 인스턴스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Step 3. Source Tab(소스 탭)- 이미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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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팅 소스 선택 (Select Boot Source):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운영체제가 설치된 이미지 또는 볼륨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만들어 둔 이미지, 볼륨 또는 인스턴스와 볼륨의 스냅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팅 

소스를 선택하면 하단의 [사용 가능 (Available)] 리스트에서 [↑] 버튼을 눌러 이미지 또는 볼륨을 

선택하면 인스턴스 생성에 필요한 소스가 [할당됨 (Allocated)] 리스트에 표시됩니다. 

⁻ 이미지(Image): 제공되는 OS 이미지(Linux / Windows)로부터 부팅 

⁻ 이미지 스냅샷(Image Snapshot): 이미지 스냅샷으로부터 부팅 

⁻ 볼륨(Volume): 볼륨 리스트에서 부팅 

⁻ 볼륨 스냅샷(Volume Snapshot): 볼륨 스냅샷에서 부팅 

 새로운 볼륨 생성(Create New Volume): 이미지 또는 인스턴스 스냅샷을 선택할 경우 [새로운 

볼륨 생성 (Create New Volume)] 옵션을 통해 루트 디스크로 Ephemeral 디스크를 사용할 지 

새로운 볼륨을 생성하여 사용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를 선택하면 Flavor에서 정한 루트 

디스크의 크기대로 Ephemeral 디스크에 공간을 잡아서 이미지 또는 인스턴스 스냅샷을 복사합니다. 예를 

선택하면 새로운 볼륨을 생성하여 루트 디스크로 사용합니다. 볼륨 크기 (Volume Size) (GB) 입력 폼에는 

새로 생성 할 볼륨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선택하는 이미지의 크기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할당됨(Allocated): 사용자가 선택한 부팅 소스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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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가능(Available): 부팅 소스 선택에 따라 가능한 이미지, 또는 스냅샷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Step 4. Flavor Tab(사양 탭)- 가상 서버의 사양 선택 

 

 

 

 할당됨(Allocated): 사용자가 선택한 Flavor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용가능(Available): 선택 가능한 Flavor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 리스트의 [↑] 버튼을 눌러 

flavor를 선택하면 [할당됨 (Allocated)] 리스트에 선택된 flavor가 표시됩니다. 

 

 

Step 5. Network Tab(네트워크 탭)- 네트워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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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됨(Allocated): 사용자가 선택한 Network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용가능(Available): 선택 가능한 Network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 리스트의 [↑] 버튼을 눌러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할당됨 (Allocated)] 리스트에 선택된 네트워크들이 표시됩니다. 

 

Step 6. Network Ports Tab(네트워크 포트 탭)- 네트워크 포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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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됨(Allocated): 사용자가 선택한 Network Port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용가능(Available): 관리자가 미리 생성한 네트워크 포트 중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네트워크 포트들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리스트의 [↑] 버튼을 눌러 포트를 선택하면 [할당됨 (Allocated)] 리스트에 선택된 

포트가 표시됩니다. 

 

Step 7. Security Groups Tab(보안 그룹 탭)- 보안 그룹 선택 

 

 

 

 할당됨(Allocated): 사용자가 선택한 보안 그룹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용가능(Available): 사용자가 미리 생성한 보안 그룹 중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여러 보안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리스트의 [↑] 버튼을 눌러 보안 그룹을 선택하면 

[할당됨 (Allocated)] 리스트에 선택된 보안 그룹들이 표시됩니다. 

 

Step 8. Key Pair Tab(키 페어 탭)- 키 페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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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됨(Allocated): 사용자가 선택한 키페어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용가능(Available): 미리 생성한 키페어 중에서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키 페어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리스트의 [↑] 버튼을 눌러 보안 그룹을 선택하면 [할당됨 (Allocated)] 리스트에 선택된 보안 그룹들이 

표시됩니다.  

 키 페어 생성(Create Key Pair): 키 페어가 없는 경우, 생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이름을 입력하고 [키 

페어 생성 (Create Keypair)] 버튼을 누르면 [개인 키 (Private Key)] 텍스트 박스에 비밀 키가 출력됩니다. 

[클립 보드에 개인 키 복사 (Copy Private Key to Clipboard)] 버튼을 눌러 복사하여 텍스트 편집기로 비밀 

키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완료 (Done)] 버튼을 누르면 생성한 비밀 키에 대응하는 공개 키가 입력한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키 페어 임포트(import Key Pair): 갖고 있는 공개 키를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키 페어 이름 (Key Pair 

Name)] 폼에 등록할 이름을 입력하고 [공개 키 (Public Key)] 텍스트 박스에 등록할 공개 키 파일의 

컨텐츠를 복사해 넣은 뒤 [키 페어 등록 (Import Key Pair)] 버튼을 누르면 등록됩니다. 

 

Step 9. Configuration Tab (설정 탭)- 가상 서버가 설치 후, 추가 작업 설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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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에서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 가져오기(Load Customization Script from a file): 입력할 스크립트를 

파일에서 불러와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 (Customization Script)] 텍스트 박스에 추가합니다.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 (Customization Script): 인스턴스 설치가 완료된 후 동작할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아래와 같이 Linux OS의 경우, root 사용자의 패스워드(예를 들어, Devstack)를 변경해 vnc 콘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파티션 (Disk Partition): 자동(Automatic)을 선택하면 디스크를 싱글 파티션으로 자동으로 파티셔닝 

합니다. 수동(Manual)을 선택하면 차후에 수동으로 파티셔닝을 진행합니다. 

 

Step 10. Server Groups (서버 그룹 탭)- 가상 서버가 실행 될 서버 그룹 설정 

#cloud-config 

chpasswd: 

 list: | 

   root:devstack 

 expir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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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됨(Allocated): 사용자가 선택한 서버 그룹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용가능(Available): [사용 가능 (Available)] 리스트에서 미리 생성한 서버 그룹 중 인스턴스가 속할 서버 

그룹을 선택합니다. 

 

 

Step 11. Scheduler Hints Tab (스케줄러 힌트 탭)- 가상 서버가 생성 할 때 적용할 스케줄러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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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가능한 스케줄러 힌트(Available Scheduler Hints): 인스턴스 생성 중에 참고 가능한 

스케줄러 힌트 리스트입니다. 

 사용한 스케줄러 힌트(Existing Scheduler Hints): 인스턴스 생성 중에 스케줄러가 참고할 

스케줄러 힌트를 추가합니다. 

 

Step 12. Metadata Tab (메타데이터 탭)- 인스턴스에 적용할 메타데이터 입력 

 

 

 사용 가능한 메타데이터(Available Metadata): 인스턴스에 사용 가능한 메타데이터 키=값 조합 

리스트입니다.  

 사용한 메타데이터(Existing data): 인스턴스에 적용할 메타데이터 키=값 조합을 추가합니다. 

 

Step 13. 인스턴스 시작에 필요한 값들을 입력 후, 하단의 ‘인스턴스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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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스 생성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인스턴스 리스트 테이블에 인스턴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스턴스 상세 정보 확인 

인스턴스 테이블에서 인스턴스 이름을 클릭하면 인스턴스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인스턴스의 정보 및 로그, 모니터링 그래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콘솔 접속을 통해 직접 웹에서 인스턴스 

내의 운영체제에 작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Step1. 콘솔 접속 후, Project → Compute → Instance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2. 인스턴스 테이블 목록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인스턴스 이름을 클릭합니다.  

 

 

 Overview: 선택한 인스턴스의 개요를 확인합니다. 일반정보, 스펙, 네트워크 정보와 볼륨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erface: 선택한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합니다. 선택한 인스턴스의 네트워크만  

 Log: 선택한 인스턴스의 전체로그를 확인합니다. 로그의 길이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고, 전체 로그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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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Console: 선택한 인스턴스의 웹 콘솔을 연결합니다. 인스턴스 운영 체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해당 윈도우를 이용해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ction Log: 선택한 인스턴스의 활동현황을 표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생성, 수정, 삭제 등과 같은 활동 

내용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Monitor: 선택한 인스턴스의 모니터링정보를 확인합니다. CPU, Memory, Disk, Network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스턴스에서 볼륨의 사용 

인스턴스에 볼륨의 연결 

하나 이상의 볼륨을 존재하는 경우,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볼륨의 생성은 볼륨 생성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인스턴스에 연결된 볼륨은 파티셔닝과 마운트 과정을 거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볼륨을 연결할 인스턴스의 액션에서 ‘볼륨 연결(Attach Volume)’을 선택하십시오.  

 

 

Step 2. 대화 상자에서 연결할 볼륨을 선택하고, ‘볼륨 연결(Attach Volume)’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Step 3. 해당 명령에 대한 결과는 메시지 창으로 표시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스턴스의 상세 정보 확인에서 

연결된 볼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Volume → 볼륨 리스트 테이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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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볼륨의 파티셔닝과 마운트 

인스턴스에 볼륨을 연결한 후에, 연결한 볼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Step 1. vnc콘솔 또는 SSH 연결을 통해 인스턴스에 접속합니다.  

 

 

Step 2. 명령창에 lsblk를 입력으로 추가된 볼륨의 이름(예를 들어, vdb)을 확인합니다.  

 

Step 3. fdisk /dev/vdb을 입력하고,  아래의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파티셔닝 작업이 완료됩니다. (* root 

권한으로 진행합니다) 

 

n 

p 

1 

엔터 키 입력 

+100M 

w 

  

Step 4. mkfs.ext4 /dev/vdb를 입력하여 ext4로 포맷을 진행합니다. 

Step 5. 디렉토리를 생성(예를 들어 data)하고, 마운트를 진행합니다./data 대신 사용자가 마운트 하여 

사용하길 원하는 임의의 폴더 경로를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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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dir /data 

$ mount /dev/vdb /data 

  

 

Step6. 작업 진행 후에 df -h를 입력하면 vdb가 /data에 잘 마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7. 인스턴스가 재시작 된 경우, 마운트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stab 파일을 작성하여 

디스크 마운트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ls -l /dev/disk/by-uuid/” 커맨드를 실행하여 파티셔닝이 된 볼륨 

디스크의 UUID를 확인합니다.  

 

 

 

Step8.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 ‘vi /etc/fstab’ 커맨드를 입력하고, 해당 fstab 문서의 UUID, 디스크 파티션 위치, 

파일 시스템, 마운트 옵션, 덤프, 시퀀스 체크 옵션을 작성하고 저장합니다.  “sudo mount -a” 커맨드를 

입력해 마운트를 수행합니다.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df -h” 커맨드를 실행함으로써 /dev/vdb 

파티션이 /data 에 마운트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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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볼륨의 분리 

하나 이상의 볼륨이 인스턴스와 연결된 경우, 해당 볼륨의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연결을 해제해도 

볼륨의 데이터는 그대로 보존되지만, 인스턴스에 연결되지 않아 볼륨 내용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Step 1. 인스턴스의 액션에서 ‘볼륨 분리(Detach Volume)’을 선택하십시오.  

Step 2. 대화 상자에서 연결할 볼륨을 선택하고, ‘볼륨 분리(Detach Volume)’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Step 3. 해당 명령에 대한 결과는 메시지 창으로 표시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스턴스의 상세 정보 확인에서 

연결된 볼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Volume → 볼륨 리스트 테이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인스턴스에서 Floating-IP의 사용 

인스턴스가 생성 되면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할당된 네트워크 내의 Fixed IP가 할당됩니다. 사용자의 여러 

인스턴스들은 Fixed IP를 이용하여 서로 통신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외부 접속을 위해서는 Floating IP를 

인스턴스에 할당해야 합니다.  

인스턴스에 Floating IP의 할당 

Step 1. 인스턴스의 액션에서 ‘Floating IP 연결(Associate Floating IP)’을 선택하십시오. 연결할 Floating IP가 

없는 경우 리스트의 ‘+’를 이용해 Floating IP를 할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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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대화 상자에서 연결할 IP을 선택합니다.  

Step 3. 인스턴스에 Floating IP를 연결할 수 있는 서브넷 포트(Port)가 여러 개인 경우, 적합한 Port를 

선택하고, ‘연결(Associate)’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Step 4. 해당 명령에 대한 결과는 메시지 창으로 표시됩니다. 인스턴스 리스트 테이블의 ‘IP Address’ 항목에 

연결된 Floating IP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스턴스의 상세 정보 확인에서 연결된 Floating IP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Project → Network → Floating IP 리스트 테이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스턴스에 Floating IP의 연결 해제 

Step 1. 인스턴스의 액션에서 ‘Floating IP 연결(Disassociate Floating IP)’을 선택하십시오.  

 

 

 

 

Step 2. 대화 상자에서 해제할 IP을 선택합니다. ‘Release Floating IP’를 선택하면, 연결 해제된 Floating I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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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반환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해당 명령에 대한 결과는 메시지 창으로 표시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스턴스의 상세 정보 확인에서 

연결된 Floating IP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Project → Network → Floating IP 리스트 테이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인스턴스 접근에 대한 보안 그룹 설정 

보안 그룹(Security Group)은 인바운드(inboud:들어옴) 및 아웃바운드(outbound:내보냄)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방화벽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default) 보안 그룹은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모든 포트와 모든 

IP에 대해 열려 있으며, 인바운드 트래픽은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기본 보안 그룹의 규칙들은 주어진 

프로젝트 내의 모든 인스턴스에 적용됩니다. 개별 인스턴스에 적용될 보안 그룹은 용도에 맞게 보안 그룹을 

추가하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규칙을 설정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보안 그룹은 인스턴스가 생성 시 보안 

그룹을 선택하거나, 개별 인스턴스 관리에서 ‘보안 그룹 편집(Edit Security Group)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의 관리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의 ‘보안 그룹’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Step 1. 인스턴스의 액션에서 ‘(Edit Security Group)’을 선택하십시오.  

Step 2. 대화 상자에서 ‘모든 보안 그룹’에서 적용할 보안 그룹들을 선택해 ‘인스턴스 보안 그룹’ 으로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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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대화 상자에서 인스턴스에서 해제할 보안 그룹을 선택해 ‘인스턴스 보안 그룹’에서 ‘모든 보안 그룹’ 

으로 이동시킵니다.  

Step 4. ‘저장’을 클릭합니다.  

 

⚫ 키 페어를 이용한 인스턴스 접속 

생성 완료된 인스턴스에 Floating IP가 할당된 경우, 인터넷 사용 환경에서 SSH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명령창을 이용한 접속 

방금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키페어를 통한 인스턴스 콘솔 접속이 가능합니다. 터미널에 다음과 같이 

입력해주세요. 

$ ssh -i /path/to/private_key_pair 명 ubuntu@Public IP 

ssh -i /path/to/private_key ubuntu@Floating_IP 

 

 

⚫ 인스턴스 스냅샷 생성 

인스턴스 스냅샷을 통해 사용 중인 인스턴스의 어느 한 시점의 상태를 이미지로 저장하여 언제든지 

저장한 시점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Step 1. 인스턴스의 액션에서 ‘스냅샷 생성(Create Snapshot)’을 선택하십시오.  

Step 2. 대화 상자에서 스냅샷 이름 (Snapshot Name)을 입력하고, ‘스냅샷 생성(Create Snapshot)’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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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해당 명령에 대한 결과는 메시지 창으로 표시됩니다. 추가적으로 Project → Compute → Image 

리스트 테이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는 삭제 할 수 없지만, 해당 

프로젝트(Project)의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인스턴스 스냅샷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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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스 삭제 

인스턴스 리스트 테이블의 우측 상단의 작업 버튼들은 단일, 또는 다수의 인스턴스에 대해 동시에 작업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며, 테이블 행에서 왼쪽의 체크 박스를 통해 인스턴스를 선택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리스트 테이블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인스턴스 삭제(Delete Instances)’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클릭으로 인스턴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인스턴스의 액션에서 ‘인스턴스 삭제(Delete Instance)’ 클릭으로 인스턴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인스턴스 관리 명령 

생성된 개별 인스턴스에 대해 작업(액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의 상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작업(액션)들은 달라집니다.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Compute → Instance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인스턴스 리스트 테이블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인스턴스의 액션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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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 생성 

(Create Snapshot) 

인스턴스의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스냅샷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스냅샷은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며, 프로젝트> 이미지 > VM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loating IP 연결 

(Associate Floating IP) 

인스턴스에 Floating IP 를 연결합니다. 프로젝트에 할당된 Floating IP 

개수를 넘길 수 없습니다. 

Floating IP 해제  

(Disassociate Floating IP) 

인스턴스에 연결된 Floating IP 를 해제합니다. 연결된 Floating IP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능이 표시됩니다.  

인터페이스 연결 

(Attach Interface) 

외부와 연결될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IP 주소 / 포트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해제 

(Detach Interface) 

인터페이스를 해제합니다. 

인스턴스 편집 

(Edit Instance) 

인스턴스 이름을 편집한다. 모달 창을 통해 인스턴스에 적용되어 있는 

보안 그룹도 편집 할 수 있습니다. 

볼륨 연결 

(Attach Volume) 

인스턴스에 미리 생성한 볼륨을 연결합니다. 연결한 볼륨은 인스턴스의 

운영체제에서 마운트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볼륨 해제 

(Detach Volume)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 볼륨을 해제합니다.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Update Metadata) 

인스턴스에 적용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보안 그룹 편집 

(Edit Security Groups) 

인스턴스에 적용되어 있는 보안 그룹을 편집합니다. 모달 창을 통해 

인스턴스 이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포트 보안 그룹 편집(Update 

Port Security Group) 

인스턴스에 연결된 포트에 대해 보안 그룹을 편집합니다.  

콘솔 

(Console) 

인스턴스 콘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콘솔에서 직접 웹으로 인스턴스 

내의 운영체제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로그 보기 

(View Log) 

인스턴스의 로그들을 봅니다. 

복구 

Rescue Instance 

볼륨 기반이 아닌 인스턴스의 경우, 이미지 기반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없는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인스턴스 정지 인스턴스를 정지합니다. 전원을 종료한 것은 아니며, 인스턴스 재개 

(Resume Instance)를 통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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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se Instance) 

인스턴스 일시 중단 

(Suspend Instance) 

인스턴스를 정지합니다. [인스턴스 정지]와의 차이점은 일시 중단은 

중단된 인스턴스를 디스크에 보관하며, 정지는 RAM에 보관한다는 

점입니다. 

인스턴시 재시작 

(Resume Instance) 

정지나 일시 중단된 인스턴스를 재 시작합니다. 

인스턴스 Shelve 

(Shelve Instance) 

인스턴스의 현재 데이터를 스냅샷 형태로 저장한 후 인스턴스를 

종료합니다. 인스턴스 Unshelve (Unshelve Instance)를 통해 스냅샷으로 

인스턴스를 재시작 합니다. 

인스턴스 크기 변경 

(Resize Instance) 

인스턴스의 Flavor를 변경을 통해 인스턴스의 사이즈를 변경합니다.  

인스턴스 잠금 

(Lock Instance) 

인스턴스의 상태변화를 막습니다. 소유자와 관리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인스턴스의 상태를 변화하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인스턴스 소프트 재시작 

(Soft Reboot Instance) 

인스턴스의 운영체제를 통해 인스턴스를 재시작 합니다. 

인스턴스 하드 리부트 

(Hard Reboot Instance) 

인스턴스를 바로 재시작 합니다. 

인스턴스 전원 끔 

(Shut Off Instance) 

인스턴스를 바로 종료합니다. 

인스턴스 리빌드 

(Rebuild Instance)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선택한 이미지로 서버를 리빌드 합니다. 이 때 

서버 ID, flavor, IP 주소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인스턴스 삭제 

(Delete Instance)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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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 볼륨 안내 

볼륨은 인스턴스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볼륨을 생성할 때 빈 볼륨 외에도 

이미지 또는 다른 볼륨을 소스로 부팅 가능한 스토리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볼륨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고, 언제든지 다른 인스턴스에 다시 연결하는 등의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볼륨 스냅샷을 생성하여 현재 상태의 볼륨을 저장해 두었다가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볼륨 생성 

Step1. 콘솔 접속 후, Project → Volumes → Volume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2. 페이지 상단의 ‘볼륨 생성(Create Volume)’을 클릭합니다.  

 

 

 볼륨 이름 (Volume Name): 생성할 볼륨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Description): 생성할 볼륨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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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소스 (Volume Sources): 생성할 볼륨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볼륨 소스에 따라 선택하는 

옵션이 변화합니다. 

⁻ 소스가 없음, 빈 볼륨(No source, empty volume): 파일 시스템 또는 파티션 테이블을 포함하지 않는 

빈 볼륨을 생성합니다.  

⁻ 스냅샷(Snapshot): 미리 생성된 스냅샷이 존재할 경우, 볼륨의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Image): 미리 생성된 이미지들이 존재할 경우, 볼륨의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볼륨(Volume): 기존에 존재하는 볼륨으로부터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유형(Type): 볼륨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크기/Size (GiB): 생성할 볼륨의 크기를 정합니다. 

 가용 구역(Availability Zone): 생성할 볼륨이 속할 가용 구역을 설정합니다.  

 그룹(Group): 생성될 볼륨을 특정 그룹에 할당합니다.  

 

 

⚫ 볼륨 상세 정보 확인 

볼륨 테이블에서 볼륨 이름을 클릭하면 볼륨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볼륨 정보 및 

스펙, 연결된 인스턴스, 생성되어 있는 스냅샷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작업 목록을 

통해 볼륨 테이블 작업 목록과 같은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Step1. 콘솔 접속 후, Project → Volumes → Volume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2. 볼륨 테이블 목록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볼륨 이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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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view: 선택한 볼륨의 개요를 확인합니다. 일반정보, 스펙, 연결 상태, 볼륨 소스,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apshots: 선택한 볼륨으로부터 생성된 스냅샷 리스트입니다. 볼륨은 스냅샷이 존재하는 경우,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볼륨을 인스턴스에 연결 

볼륨은 인스턴스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사용자는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볼륨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고, 언제든지 다른 인스턴스에 다시 연결하는 등의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인스턴스’항목의 ‘인스턴스에서 볼륨의 사용’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볼륨에서 볼륨 스냅샷의 사용 

볼륨 스냅샷 서비스는 볼륨을 중단하지 않고 복사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급 백업 기능을 



 

 

50 

 

DevStack Cloud User Manual 

활성화하고 지정된 스냅샷 또는 특정 시점에서 인스턴스를 부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볼륨 스냅샷의 생성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Volumes → Volume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페이지 상단의 스냅샷을 생성고하자 하는 볼륨의 액션 리스트에서, ‘스냅샷 생성(Create Snapshot’) 

액션을 클릭합니다.  

 

 

볼륨 스냅샷으로부터 볼륨의 생성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Volumes → Snapshots, 또는 특정 Volume의 상세 정보에서 필요로 하는 

스냅샷을 확인합니다.  

Step 2. 볼륨을 생성고하자 하는 스냅샷의 액션 리스트에서, ‘볼륨 생성(Create Volume’) 액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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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스냅샷으로부터 인스턴스 생성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Volumes → Snapshots, 또는 특정 Volume의 상세 정보에서 필요로 하는 

샷을 확인합니다.  

Step 2. 인스턴스를 생성고하자 하는 스냅샷의 액션 리스트에서, ‘인스턴스로 시작 (Launch as Instance’) 

액션을 클릭합니다.  

 

 

 

볼륨 스냅샷 삭제 

스냅샷 리스트 테이블의 우측 상단의 작업 버튼들은 단일, 또는 다수의 스냅샷에 대해 동시에 작업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며, 테이블 행에서 왼쪽의 체크 박스를 통해 스냅샷을 선택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리스트 테이블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스냅샷을 선택하면 ‘스냅샷 삭제(Delete Volume Snapshots)’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클릭으로 스냅샷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스냅샷의 액션에서 ‘볼륨 스냅샷 삭제(Delete  Volume Snapshot)’ 클릭으로 볼륨 

스냅샷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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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삭제 

볼륨 리스트 테이블의 우측 상단의 작업 버튼들은 단일, 또는 다수의 볼륨에 대해 동시에 작업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며, 테이블 행에서 왼쪽의 체크 박스를 통해 볼륨을 선택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리스트 

테이블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볼륨을 선택하면 ‘볼륨 삭제(Delete Volumes)’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클릭으로 

볼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볼륨은 스냅샷이 존재하는 경우, 삭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스냅샷들을 

삭제하고, 볼륨을 삭제하십시오) 

또는 특정 볼륨의 액션에서 ‘볼륨 삭제(Delete Volume)’ 클릭으로 볼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볼륨 관리 

생성된 볼륨에 대해 작업(액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볼륨의 상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작업(액션)들은 

달라집니다. 사용자는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볼륨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고, 언제든지 다른 인스턴스에 다시 

연결하는 등의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륨 스냅샷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Step1. 콘솔 접속 후, Project → Volumes → Volume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볼륨 리스트 테이블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볼륨의 액션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볼륨 편집 

(Edit Volume) 

볼륨 이름과 설명 및 인스턴스 부팅에 볼륨을 사용할 지 

여부에 대해 편집합니다. 

볼륨 확장 

(Extend Volume) 

볼륨 크기를 확장합니다. 볼륨 확장 완료 후, Linux 시스템 

파티션 및 파일 시스템 확장 등 추가 작업을 진행해야 

인스턴스 내에서 확장된 볼륨 크기로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Launch as Instance 해당 볼륨으로부터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부팅가능한 

볼륨이여야 합니다.  

볼륨 연결 관리 

(Manage Attachments) 

볼륨과 연결할 인스턴스를 선택하거나 이미 연결된 

인스턴스를 변경합니다. 

스냅샷 생성 

(Create Snapshot) 
볼륨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볼륨 타입 수정 볼륨 유형을 변경합니다. 유형 없음, lvm, multiattach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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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Volume Type) 유형 중 한 가지로 변경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마이그레이션을 자동으로 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Upload to Image) 

볼륨을 VM 이미지 서비스에 이미지로 포맷을 정하여 

업로드합니다. 

이전 시작 

(Create Transfer) 
볼륨의 이전 작업을 시작합니다. 

볼륨 삭제 

(Delete Volume) 
볼륨을 삭제합니다. 

메타데이타 편집 

(Update Metadata) 

볼륨의 메타데이터를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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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 네트워크 안내 

네트워크 접속을 진행하려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네트워크와 라우터의 생성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 및 클라우드 내의 디바이스들을 연결하는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 및 편집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가상 네트워크는 객체 추상화를 통해 네트워크, 서브넷, 라우터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는 

서브넷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서브넷과 네트워크는 가상 라우터를 통해 나뉩니다. 각 라우터는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게이트웨이를 가지며, 많은 인터페이스들이 서브넷에 연결됩니다. 서브넷은 같은 라우터 내에 있는 

다른 서브넷에 있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젝트는 하나 이상의 외부 네트워크를 갖습니다. 외부 네트워크는 클라우드 내부의 가상 

네트워크가 아니라 클라우드 외부를 바라보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클라우드의 IP 주소는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외부 네트워크 외에 사용자 프로젝트는 하나 이상의 내부 네트워크를 갖습니다. 

내부 네트워크는 실제 가상 서버에 직접 연결되며, 같은 라우터에 연결된 서브넷에 속한 가상 서버들 사이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외부 네트워크에서 가상 서버에 접근하거나, 가상 서버에서 외부로 접근할 때는 네트워크 

사이의 라우터를 통해야 합니다. 가상 라우터의 역할은 실제 물리 라우터의 역할과 같습니다. 또한, 각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보안 그룹을 통해 방화벽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상 서버는 하나 이상의 보안 

그룹을 가질 수 있으며, 보안 그룹에 정의된 포트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토폴로지 

네트워크 토폴로지 서비스는 외부 네트워크(Public Network)와 내부 네트워크(Private Network) 간의 관계, 

네트워크 요소 간의 관계를 시각화 하여 보여줍니다. 토폴로지 서비스는 축약(Small)과 기본(Normal) 두 

가지 형태를 제공합니다. 축약 형태는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 형태는 각 네트워크 

요소를 아이콘으로 표현하여 네트워크 요소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폴로지 서비스에서는 시각화 된 토폴로지와 함께 직접 인스턴스 생성, 네트워크 및 라우터 편집을 통해 

네트워크 토폴로지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네트워크 서비스는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 및 클라우드 내의 디바이스들을 연결하는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 

및 편집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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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생성 

네트워크 생성 기능은 새로운 가상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가상 네트워크는 내부 네트워크(Private Network)로 외부로 연결되는 공용 네트워크는 관리자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생성 기능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단계에서 생성할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서브넷 정보, 세 번째 단계에서 DHCP 설정 여부, DNS 정보 등의 서브넷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 1. Project → Network → 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Step 2. 네트워크 리스트 테이블 상단의 ‘네트워크 생성(Create Network)’를 클릭합니다.  

Step 3. 대화상자의 ‘네트워크(Network)’탭에서 생성할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이름 (Network Name): 생성할 네트워크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관리 상태 활성화 (Enable Admin State): 네트워크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브넷 생성 (Create Subnet): 서브넷 생성 여부를 선택합니다. 

 가용 구역 힌트 (Availability Zone Hints): 가상 네트워크가 구현될 가용 구역을 선택합니다. 

 

Step 4. 대화상자의 ‘서브넷(Subnet)’탭에서 생성할 서브넷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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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넷 이름 (Subnet Name): 생성할 가상 네트워크의 서브넷 이름을 입력합니다. 

 네트워크 주소 (Network Address): 생성할 가상 네트워크의 주소를 CIDR 형태로 입력합니다. 

 IP 버전 (IP Version): IP 버전을 IPv4 또는 IPv6로 할 지 선택합니다. 

 게이트웨이 IP (Gateway IP): 생성할 가상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 

가상 네트워크의 첫 주소가 게이트웨이로 할당됩니다. 

게이트웨이 비활성 (Disable Gateway):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택합니다. 

 

Step 5. 대화상자의 ‘서브넷 세부 정보 (Subnet Details)’탭에서 DHCP 설정 여부, DNS 정보 등의 서브넷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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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CP 사용 (Enable DHCP): 가상 네트워크에서 DHCP 기능을 사용할 지 선택합니다. 

 Pools 할당 (Allocation Pools): 특정 IP 풀만 사용하기 위해 입력합니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 전체 IP를 

모두 사용합니다. IP 풀 입력은 <시작 IP 주소>:<마지막 IP 주소> 형태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 

192.168.1.100,192.168.1.120). 여러 풀을 입력할 경우 한 라인에 하나의 풀만 입력해야 합니다. 

 DNS 네임 서버 (DNS Name Servers): 가상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DNS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러 

DNS 서버를 사용할 경우 한 라인당 하나의 주소만 입력해야 합니다. 

 호스트 경로 (Host Routes): Host Route 기능을 이용할 때 입력합니다. 입력 형태는 <destination IP 

주소>,<다음 hop 주소>이며 한 라인에 한 엔트리만 입력해야 합니다. 

Step 6. 입력 폼을 모두 작성하고 오른쪽 하단의 [생성 (Create)] 버튼을 누르면 네트워크 생성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면 Project → Network → 네트워크 페이지의 리스트 테이블에 

네트워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세 정보 확인 

네트워크 테이블에서 네트워크 이름을 클릭하면 네트워크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세 가상 네트워크 

정보 및 가상 네트워크의 서브넷과 포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작업 목록을 통해 네트워크 

테이블 작업 목록과 같은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Network → Network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네트워크 테이블 목록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네트워크 이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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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Overview): 가상 네트워크 이름, ID, 상태 등의 네트워크 정보를 보여줍니다. 

 서브넷 (Subnets): 가상 네트워크의 서브넷을 테이블로 표현하며, 가상 서브넷을 추가, 편집, 삭제할 수 

있습니다.  

 포트 (Ports): 가상 네트워크의 포트를 테이블로 표현하며, 포트들을 추가, 편집,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포트 생성 (Create Port)] 버튼을 누르면 포트 생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삭제 

네트워크 리스트 테이블의 우측 상단의 작업 버튼들은 단일, 또는 다수의 네트워크에 대해 동시에 작업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며, 테이블 행에서 왼쪽의 체크 박스를 통해 네트워크를 선택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리스트 테이블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네트워크 삭제(Delete Networks)’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클릭으로 네트워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가상 자원이 해당 네트워크를 참조하는 경우 

네트워크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를 사용 중인 인스턴스 또는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삭제하고 

네트워크를 삭제해야 합니다.) 

또는 특정 네트워크의 액션에서 ‘네트워크 삭제(Delete Network)’ 클릭으로 네트워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생성된 네트워크에 대해 작업(액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작업(액션)들은 달라집니다.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Network → Network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네트워크 테이블 목록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액션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편집 

(Edit Network) 

선택한 가상 네트워크 정보를 편집합니다. 네트워크 이름, 관리 상태 활성화 

여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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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넷 생성 

(Create Subnet) 

선택한 가상 네트워크의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네트워크 생성의 서브넷 탭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네트워크 삭제 

(Delete Network) 

선택한 가상 네트워크를 삭제합니다. 

 

 

 

⚫ 라우터 

가상 라우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게이트웨이와 서브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우터는 공인 IP 대역을 

사용하는 외부 네트워크와 사설 IP 대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상 머신용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상 서버들은 라우터를 통해 연결된 서브넷의 다른 가상 서버에 접근할 수 있으며 

게이트웨이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 생성 

라우터 생성 기능은 새로운 가상 라우터를 생성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Step 1. Project → Network → Routers 로 이동합니다.  

Step 2. 라우터 리스트 테이블 상단의 ‘라우터 생성(Create Router)’를 클릭합니다.  

Step 3. 대화상자의 ‘라우터(Router)’탭에서 생성할 라우터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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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터 이름 (Router Name): 생성할 라우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관리 상태 활성화 (Enable Admin State): 라우터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않으면 

라우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부 네트워크 (External Network): 라우터와 연결할 외부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SNAT 활성화: SNAT 활성화는 외부 네트워크가 설정되었을 때만 동작합니다. 

 가용 구역 힌트 (Availability Zone Hints): 가상 라우터가 구현될 가용 구역을 선택합니다. 

 

라우터 상세 정보 확인 

라우터 테이블에서 라우터 이름을 클릭하면 라우터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상 라우터 정보 및 가상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와 정적 경로(Static Routes)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Network → Router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라우터 테이블 목록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라우터 이름을 클릭합니다.  

 

 

 개요(Overview): 가상 라우터 이름, ID, 상태 등의 라우터 정보를 보여줍니다. 외부 게이트웨이(External 

Gateway)는 라우터와 연결된 외부 네트워크와 인터페이스 정보를 보여줍니다. 

 인터페이스 (Interfaces): 인터페이스를 테이블로 표현하며, 인터페이스를 추가, 편집,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와 연결될 외부 네트워크의 서브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인터페이스 생성 (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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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버튼을 누르면 인터페이스 생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적 경로 (Static Routes): 가상 라우터에 적용할 정적 경로 정보가 테이블로 표현됩니다. 테이블 우측 

상단의 [정젹 경로 추가 (Add Static Route)] 버튼을 누르면 정적 경로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에 게이트웨이 설정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Network → Router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라우터 테이블 목록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라우터 이름을 클릭합니다.  

Step 3. “인터페이스 (interface)” 탭 페이지 상단의 ‘게이트웨이 설정 (Set Gateway)’ 버튼을 눌러 외부 

네트워크를 라우터에 연결합니다.  

 

라우터에 내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추가 

라우터에 특정한 서브넷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Network → Router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라우터 테이블 목록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라우터 이름을 클릭합니다.  

Step 3. “인터페이스(interface)” 탭 페이지 상단의 ‘인터페이스 추가(Add Interface)’ 버튼을 눌러 라우터에 

서브넷을 추가합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의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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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콘솔 접속 후, Project → Network → Network Topology 페이지로 이동해 네트워크의 연결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합니다(네트워크의 서브넷 주소, 라우터 주소, Floating IP, 실행되는 인스턴스의 수나 

라우터에 연결된 인터페이스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라우터 삭제 

라우터 리스트 테이블의 우측 상단의 작업 버튼들은 단일, 또는 다수의 라우터에 대해 동시에 작업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며, 테이블 행에서 왼쪽의 체크 박스를 통해 라우터를 선택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리스트 테이블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라우터를 선택하면 ‘라우터 삭제(Delete Routers)’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클릭으로 라우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가상 자원이 해당 라우터를 참조하는 경우 라우터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라우터를 사용 중인 인스턴스 또는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삭제하고, 라우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또는 특정 라우터의 액션에서 ‘라우터 삭제(Delete Router)’ 클릭으로 라우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 관리 

생성된 라우터에 대해 작업(액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의 상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작업(액션)들은 달라집니다.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Network → Router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라우터 테이블 목록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라우터의 액션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라우터 편집 

(Edit Router) 

선택한 가상 라우터 정보를 편집합니다. 라우터 이름, 관리 상태 활성화 여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삭제 

(Clear Gateway) 
선택한 가상 라우터에 할당 되어있는 게이트웨이를 삭제합니다. 

라우터 삭제 

(Delete Router) 
선택한 가상 라우터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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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그룹 

보안 그룹(Security Group)은 특정 IP와 포트 또는 여러 IP와 포트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룰을 관리하는 

서비스로서 가상 방화벽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default) 보안 그룹은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모든 포트와 모든 IP에 대해 열려 있으며, 인바운드 

트래픽은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기본 보안 그룹의 규칙들은 주어진 프로젝트 내의 모든 인스턴스에 

적용됩니다. 개별 인스턴스에 적용될 보안 그룹은 용도에 맞게 보안 그룹을 추가하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규칙을 설정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보안 그룹은 인스턴스가 생성 시 보안 그룹을 선택하거나, 

개별 인스턴스 관리에서 ‘보안 그룹 편집(Edit Security Group)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 생성 

보안 그룹은 인스턴스가 생성 시 보안 그룹을 선택하거나, 개별 인스턴스 관리에서 ‘보안 그룹 편집(Edit 

Security Group)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Step 1. Project → Network → Security Group으로 이동합니다.  

Step 2. 보안 그룹 리스트 테이블 상단의 ‘보안 그룹 생성’을 클릭합니다.  

Step 3.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보안 그룹 생성’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4. 작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면 보안 그룹 테이블 리스트에 보안 그룹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4. 생성된 보안 그룹에는 보안 규칙들을 추가해야 합니다. 



 

 

64 

 

DevStack Cloud User Manual 

 

보안 그룹에 보안 규칙 추가/삭제 

보안 그룹의 변경된 규칙들은 인스턴스 생성 시, 해당 보안 그룹을 선택한 모든 인스턴스들에 모두 

적용됩니다. 또는 인스턴스에 보안 그룹을 추가 설정한 경우에도 추가된 보안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Step 1. Project → Network → Security Group으로 이동합니다.  

Step 2. 보안 그룹 리스트 테이블에서  변경할 보안 그룹의 작업에서 ‘규칙 관리’를 클릭합니다.  

Step 3. 규칙들에 대해 ‘규칙 추가’하거나, 필요 없는 경우 ‘규칙 삭제’합니다. 

Step 4. ‘규칙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규칙: 사용자 정의 TCP 규칙부터 몇 개의 알려진 값(HTTP, SSH, ICMP 등)을 선택합니다. 해당 

값의 선택에 따라 대화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필드들이 달라집니다.  

 설명: 추가될 규칙에 대한 설명 

 Direction: 들어옴/내보냄을 선택합니다.  

 포트: 적용될 포트 값을 입력합니다.  

 원격: 허용된 IP 범위 지정시에는 ‘CIDR’, 보안 그룹내 모든 멤버 접근시는 ‘Security Grou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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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합니다.  

 CIDR: CIDR값을 입력합니다. 

 

Step 5. 규칙 리스트에서 적용된 값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 편집 

Step 1. Project → Network → Security Group으로 이동합니다.  

 

특정 보안 그룹의 액션에서 ‘보안 그룹 편집(Edit Security Group)’ 클릭으로 보안 그룹의 이름과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의 규칙들은 ‘규칙 관리’ 액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안 그룹 삭제 

보안 그룹 리스트 테이블의 우측 상단의 작업 버튼들은 단일, 또는 다수의 보안 그룹에 대해 동시에 작업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며, 테이블 행에서 왼쪽의 체크 박스를 통해 보안 그룹을 선택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리스트 테이블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보안 그룹을 선택하면 ‘보안 그룹 삭제(Delete Security Groups)’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클릭으로 보안 그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보안 그룹의 액션에서 ‘보안 그룹 삭제(Delete Instance)’ 클릭으로 보안 그룹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Floating IP 

Floating IP는 외부 네트워크의 서브넷 풀에 속해 있는 IP 주소입니다. 가상 서버는 할당 받은 floating IP를 

통해 외부와 통신합니다. 

 

Floating IP 할당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외부 네트워크의 서브넷 풀에서 IP를 프로젝트에 할당하는 기능입니다. 

Project > Network > Floating IPs 페이지에서 테이블 우측 상단의 버튼 중 [프로젝트에 IP 할당 (Allocate IP 

To Project)] 

 

Floating IP 생성 기능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단계에서 생성할 Floating IP 정보를 입력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서브넷 정보, 세 번째 단계에서 DHCP 설정 여부, DNS 정보 등의 서브넷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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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Project → Network → Floating IP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Floating IP 리스트 테이블 페이지 상단의 ‘프로젝트에 Floating IP 할당(Allocate IP to Project)’를 

클릭합니다.  

Step 3. 대화상자의 할당 받을 Floating IP 정보를 입력합니다.  

 

 Pool: 어떤 외부 네트워크의 서브넷 풀에서 IP를 가져올 지 선택합니다. 

 설명 (Description): Floating IP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Floating IP 해제 

Floating IP 리스트 테이블의 우측 상단의 작업 버튼들은 단일, 또는 다수의 Floating IP에 대해 동시에 

작업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며, 테이블 행에서 왼쪽의 체크 박스를 통해 Floating IP를 선택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리스트 테이블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Floating IP를 선택하면 ‘Floating IP 해제(Release Floating 

IPs)’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클릭으로 Floating IP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Floating IP의 액션에서 ‘‘Floating IP 해제(Release Floating IP)’’ 클릭으로 Floating IP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Floating IP 관리 

Floating IP 테이블의 우측에 작업 동작으로 개별 Floating IP에 관한 관리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Floating IP에 대해 작업(액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Floating IP의 상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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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액션)들은 달라집니다.  

 

연결 

(Associate) 

가상 서버에 Floating IP 를 할당합니다. 

연결 해제 

(Disassociate) 
가상 서버에 할당된 Floating IP를 해제합니다. 

Floating IP 해제 

(Release Floating 

IP) 

프로젝트에 할당되어 있는 Floating IP를 외부 네트워크의 서브풀에 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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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밸런서 

로드밸런서는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로드밸런서는 네트워크 포트를 차지하고 서브넷에서 

할당된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밸런서 리스너는 여러 포트에서 요청을 수신합니다. 로드밸런서에 

통해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서버들을 멤버로 가지며, 각 멤버는 IP 주소 및 포트로 지정됩니다. 상태 

모니터는 풀과 연관되어,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멤버의 트래픽을 다른 곳으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로드밸런서 생성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Network → Load Balancer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로드밸런서 목록 리스트 상단의 ‘로드밸런서 생성(Create Load Balance)’을 클릭해, 로드밸런서를 

생성합니다.  

Step 3. 로드밸런서 생성 다이얼로그의 ‘로드밸런서 세부정보’탭의 내용입니다.  

 

 

 이름(Name): 로드밸런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Description): 로드밸런서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IP 주소(IP Address): 로드밸런서의 IP를 입력합니다. 

 가용 구역(Availability Zone): 가용 구역을 선택합니다.  

 Flavor: Flavor를 선택합니다. 로드밸런서 용 서버의 크기입니다.  

 서브넷(Subnet): 로드밸런서가 배포될 네트워크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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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업 상태(Admin State Up): 관리자 업 상태를 선택합니다. 

 

Step 4. 로드밸런서 생성 다이얼로그의 ‘리스너 세부정보’ 탭의 내용입니다.  

 

 

 

 이름(Name): 로드밸런서 리스너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Description): 로드밸런서 리스너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프로토콜(Protocol):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HTTP, TCP, TERMINATED_HTTPS(SSL 인증서, 현재 지원하지 

않음) 선택 가능합니다. 

 포트(Port): 포트를 입력합니다. 

 클라이언트 데이터 타임 아웃(Client Data Timeout): 클라이언트 데이터 타임 아웃 값을 입력합니다.  

 TCP 검사 타임 아웃(Client Data Timeout): TCP 검사 타임 아웃 값을 입력합니다.  

 멤버 연결 타임아웃(Member Connect Timeout): 멤버 연결 타임 아웃 값을 입력합니다.  

 멤버 데이터 타임 아웃(Member Data Timeout): 멤버 데이터 타임 아웃 값을 입력합니다.  

 연결 제한(Connection Limit): 연결 제한 값을 입력합니다.  

 관리자 업 상태(Admin State Up): 관리자 업 상태를 선택합니다. 

 

Step 5. 로드밸런서 생성 다이얼로그의 ‘Pool 세부정보’탭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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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Name): 로드밸런서 풀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Description): 로드밸런서 풀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알고리즘(Algorithm): 로드밸런싱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LEAST_CONNECTIONS(접속수가 가장 적은 

인스턴스로 분배하는 방식), ROUND_ROBIN(순차적으로 분배하는 방식), SOURCE_IP(접속자 IP를 해싱 

해서 분배하는 방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션 지속성(Session Persistence): 풀 멤버에게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해 사용될 세션 지속성 값입니다. 

SOURCE_IP(접속자 IP로 세션 유지), HTTP_COOKIE(쿠키로 세션 유지), APP_COOKIE(앱 세션으로 쿠키를 

관리, 선택하면 쿠키명 입력창이 생성됨)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업 상태(Admin State Up): 관리자 업 상태를 선택합니다. 

 

Step 6. 로드밸런서 생성 다이얼로그의 ‘풀 멤버’탭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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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cated Members: 풀의 멤버로 포함된 인스턴스 목록을 표시합니다. 

 Available Instance: 풀의 멤버로 포함될 수 있는 인스턴스 목록들을 표시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로드밸런서 풀의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름(Name): 로드밸런서 리스너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Description): 로드밸런서 리스너의 설명을 입력합니다. 

 프로토콜(Protocol):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포트(Port): 포트를 입력합니다. 

 클라이언트 데이터 타임 아웃(Client Data Timeout): 클라이언트 데이터 타임 아웃 값을 입력합니다.  

 TCP 검사 타임 아웃(Client Data Timeout): TCP 검사 타임 아웃 값을 입력합니다.  

 멤버 연결 타임아웃(Member Connect Timeout): 멤버 연결 타임 아웃 값을 입력합니다.  

 멤버 데이터 타임 아웃(Member Data Timeout): 멤버 데이터 타임 아웃 값을 입력합니다.  

 연결 제한(Connection Limit): 최대 연결 가능한 세션 수를 지정합니다.  

 관리자 업 상태(Admin State Up): 관리자 업 상태를 선택합니다. 

 

Step 7. 로드밸런서 생성 다이얼로그의 ‘모니터 세부 정보’ 탭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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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Name): 로드밸런서 모니터 이름을 입력합니다. 

 지연(Delay(sec)) : 상태 체크 사이의 간격. 타임아웃 설정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형(Type): 모니터의 유형입니다. HTTP, HTTPS, TCP등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최대 재시도(Max Retries): 재시도 횟수를 초과하여 연결이 실패하면 멤버는 비활성화 됩니다. 재시도 

횟수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이어야 합니다.  

 최대 재시도 다운(Max Retries Down): 재시도 횟수를 초과하여 연결이 실패하면 멤버는 에러 상태가 되고, 

재시도 횟수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이어야 합니다. 기본 값은 3. 

 타임아웃(Timeout (sec)): 상태 체크 시간이 종료되는 시간. 0 이상의 숫자이어야 하고 타임아웃 값은 상태 

체크 간격 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관리자 업 상태(Admin State Up): 관리자 업 상태를 선택합니다. 

 

Step 8. 로드밸런서 생성 다이얼로그의 ‘풀 멤버’탭의 내용입니다.  

 할당된 멤버(Allocated Members): 풀의 멤버로 포함된 인스턴스 목록을 표시합니다. 트래픽을 분산할 

인스턴스 멤버입니다.  

 사용 가능한 인스턴스(Available Instance): 풀의 멤버로 포함될 수 있는 인스턴스 목록들을 표시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로드밸런서 풀의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Step 9. ‘로드밸런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로드밸런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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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밸런서 삭제 

로드밸런서 리스트 테이블의 우측 상단의 작업 버튼들은 단일, 또는 다수의 로드밸런서에 대해 동시에 

작업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며, 테이블 행에서 왼쪽의 체크 박스를 통해 로드밸런서를 선택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리스트 테이블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로드밸런서를 선택하면 ‘로드밸런서 삭제(Delete Load 

Balancers)’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클릭으로 로드밸런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로드밸런서의 액션에서 ‘로드밸런서 삭제(Delete Load Balancer)’ 클릭으로 로드밸런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Network → Load Balancer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삭제할 로드밸런서→ 리스너 → 풀→ 모니터링 탭을 선택합니다. 모니터링 항목들을 삭제합니다.  

Step 3. 삭제할 로드밸런서 → 리스너 → 풀 → 풀을 삭제합니다.  

Step 4. 삭제할 로드밸런서 → 리스너 → 리스너를 삭제합니다.  

Step 5. 삭제할 로드밸런서 → 로드밸런서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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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스토어 

오브젝트 저장소(Object store)는 Amazon S3 와 같이 대용량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구역을 

나누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공간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생성됩니다.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존재해야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어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생성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Object Store  → Container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컨테이너 목록 리스트 상단의 컨테이너(Container)’을 클릭해,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컨테이너 이름 (Container Name): 생성할 컨테이너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컨테이너 이름에 "/"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스토리지 정책(Storage Policy): 오브젝트 인덱스와 오브젝트 데이터를 위한 기본 배치 설정 값 

 컨테이너 접근(Container Access): 컨테이너를 공개하면, 공개 URL을 알고 있는 사용자는 람이 컨테이너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컨테이너를 선택하면, ‘오브젝트 카운트’, 크기, 생성날짜, 스토리지 정책, 그리고 ‘공유 접근(Public 

Access)으로 선택된 경우, Link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Link 값을 이용해 사용자는 인터넷 환경에서 

자신의 오브젝트 스토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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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생성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Object Store  → Container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컨테이너 목록에서 폴더 생성을 원하는 컨테이너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폴더 (+Folder)’을 

클릭해, 폴더를 생성합니다.  

 

 

 폴더 이름 (Folder Name): 생성할 폴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파일 업로드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Object Store  → Container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컨테이너 목록 중에 원하는 컨테이너나 컨테이너/폴더명을 클릭해, 오른쪽 상단의 ‘업로드’아이콘을 

클릭합니다. 

Step 3.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파일을 선택 후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이 컨테이너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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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File):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File Name): 업로드 된 파일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 이름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오브젝트 스토어에서 컨테이너 관리 

생성된 컨테이너에 대해 작업(액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상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작업(액션)들은 달라집니다.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Object Store  → Container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컨테이너 목록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컨테이너 및 폴더의 액션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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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스토어에서 폴더 및 오브젝트 관리 

생성된 폴더 내 오브젝트에 대해 작업 (액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상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작업(액션)들은 달라집니다.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Object Store  → Containers → Folder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오브젝트 목록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액션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Download) 

선택한 오브젝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세부 정보 보기 

(View Detail) 

선택된 오브젝트의 세부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름, 해시, Content 유형, 타임스탬프, 

크기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집 

(Edit) 

선택한 오브젝트의 이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복사 

(Delete Router) 

선택한 오브젝트를 다른 컨테이너나 폴더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삭제 

(Delete) 

선택한 오브젝트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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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은 여러 개의 복합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들을 조직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템플릿은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배포를 자동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스택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템플릿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환합니다. 템플릿에서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생성하는 절차를 스태킹(staking)이라고 하는데 히트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YAML 언어로 구성됩니다. Template에 대한 내용은 OpenStack Docs: Heat Orchestration 

Template (HOT) specification를 참조합니다. 

 

Step 1.  콘솔 접속 후, Project → Orchestration→ Stack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2. 스택 리스트 테이블 상단의 ‘Stack 시작(Launch Stack)’을 클릭합니다.  

 

 

 템플릿 소스(Template Source):  파일, 직접 입력, URL 등 소스 타입을 선택하며, 해당 값에 따라 요구되는 

스택 값들은 다릅니다.  

 템플릿 파일(File Name): 템플릿 소스가 파일일 경우,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직접 입력’을 선택하면, 

템플릿 데이터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https://docs.openstack.org/heat/latest/template_guide/hot_spec.html#hot-spec
https://docs.openstack.org/heat/latest/template_guide/hot_spec.html#hot-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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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소스(Environment Source): 파일, 직접 입력 등 환경 소스 타입을 선택하며, 해당 값에 따라 

요구되는 스택 값들은 다릅니다. 

 환경 파일(Environment File ): 환경 파일 소스가 파일일 경우,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직접 입력’을 

선택하면, 환경 데이터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템플릿 데이터의 포맷>> 

heat_template_version: <version date in yyyy-mm-dd format> 

 

description: 

  #a description of the template 

 #add at least one meaningful line that describes what the user can do with the template 

 

parameter_groups: 

  #a declaration of input parameter groups and order 

  #specify how the input parameters should be grouped and the order in which the parameters must be 

provided. 

  #section is optional and can be omitted when it is not required. 

 

parameters: 

  #declaration of input parameters 

  #input parameters that have to be provided when instantiating the template 

  #the section is optional and can be omitted when no input is required 

  #use of parameterized values instead of hard-coded values makes the template reusable. 

  #default values for input parameters can be provided 

 

resources: 

  #declaration of template resources 

 #the resources section is required and must contain at least one resource definition. 

 

outputs: 

  #declaration of output parameters 

  #output parameters available to users once the template has been instantiated. 

  #the section is optional and can be omitted when no output values are required. 

  #use the section to provide output to users. 

 

conditions: 

  #declaration of conditions 

  #include statements that can be used to restrict when a resource is created or when a property is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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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 데이터의 예>  

heat_template_version: 2015-04-30 

 

description: Simple template to deploy a single compute instance 

 

resources: 

  my_instance: 

    type: OS::Nova::Server 

    properties: 

      key_name: my_key 

      image: F18-x86_64-cfntools 

      flavor: m1.small 

 

Step 3.  스택 템플릿에 따라 다음 대화 화면이 달라집니다.  

 

 

 스택 이름: 생성할 스택 이름을 입력합니다. 

 생성 Timeout (분): 스택 생성시 Timeout 시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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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템플릿 내용에 따라 세부 항목이 변경됩니다. 

 

Step 4.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스택이 생성됩니다.  

 

리소스 타입 

템플릿에서 사용 가능한 리소스 목록을 확인 합니다. 각 항목 별로 특성 및 속성 값이 나옵니다. 

 

 

템플릿 버전 

템플릿 버전 목록을 표시합니다. 템플릿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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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생성기 

시각적 편집기를 이용해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