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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호스트 관련 권장 사례
이 주제에서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의 호스트 관련 권장 사례를 설명합니다.

중요중요

이러한 지침은 OVN(Open Virtual Network)이 아닌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을 사
용하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 적용됩니다.

1.1. 노드 호스트 관련 권장 사례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노드 구성 파일에는 중요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매개변수 podsPerCore 및 maxPods는 하나의 노드에 대해 예약할 수 있는 최대 Pod 수를 제어합니다.

옵션을 둘 다 사용하는 경우 한 노드의 Pod 수는 두 값 중 작은 값으로 제한됩니다. 이 값을 초과하면 다음
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PU 사용률 증가

Pod 예약 속도 저하

노드의 메모리 크기에 따라 메모리 부족 시나리오 발생

IP 주소 모두 소진

리소스 초과 커밋으로 인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저하

중요중요

Kubernetes의 경우 단일 컨테이너를 보유한 하나의 Pod에서 실제로 두 개의 컨테이너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 컨테이너는 실제 컨테이너 시작 전 네트워킹 설정에 사용됩니다. 따라
서 10개의 Pod를 실행하는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20개의 컨테이너가 실행됩니다.

참고참고

클라우드 공급자의 디스크 IOPS 제한이 CRI-O 및 kubelet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
드에서 다수의 I/O 집약적 Pod가 실행되고 있는 경우 오버로드될 수 있습니다. 노드에서 디
스크 I/O를 모니터링하고 워크로드에 대해 처리량이 충분한 볼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podsPerCore는 노드의 프로세서 코어 수에 따라 노드가 실행할 수 있는 Pod 수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 코어가 4개인 노드에서 podsPerCore가 10으로 설정된 경우 노드에 허용되는 최대 Pod 수는 
40이 됩니다.

podsPerCore를 0으로 설정하면 이 제한이 비활성화됩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podsPerCore는 
maxPods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maxPods는 노드의 속성에 관계없이 노드가 실행할 수 있는 Pod 수를 고정된 값으로 설정합니다.

kubeletConfig:
  podsPerCo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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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UBELETCONFIG CRD를 생성하여 KUBELET 매개변수 편집

kubelet 구성은 현재 Ignition 구성으로 직렬화되어 있으므로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CC(Machine Config Controller)에 새 kubelet-config-controller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KubeletConfig CR(사용자 정의 리소스)을 사용하여 kubelet 매개변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참고

kubeletConfig 오브젝트의 필드가 Kubernetes 업스트림에서 kubelet으로 직접 전달되므
로 kubelet은 해당 값을 직접 검증합니다. kubeletConfig 오브젝트의 값이 유효하지 않으
면 클러스터 노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값은 Kubernetes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다음 지침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해당 풀에 필요한 모든 구성 변경 사항을 사용하여 각 머신 구성 풀에 대해 하나의 KubeletConfig
CR을 생성합니다. 모든 풀에 동일한 콘텐츠를 적용하는 경우 모든 풀에 대해 하나의 
KubeletConfig CR만 필요합니다.

기존 KubeletConfig CR을 편집하여 각 변경 사항에 대한 CR을 생성하는 대신 기존 설정을 수정
하거나 새 설정을 추가합니다. 변경 사항을 되돌릴 수 있도록 다른 머신 구성 풀을 수정하거나 임
시로 변경하려는 변경 사항만 수정하기 위해 CR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클러스터당 10개로 제한되는 여러 KubeletConfig CR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KubeletConfig CR의 경우 MCO(Machine Config Operator)는 kubelet에 추가된 머신 구성을 생
성합니다. 이후 각 CR을 통해 컨트롤러는 숫자 접미사가 있는 다른 kubelet 머신 구성을 생성합니
다. 예를 들어, -2 접미사가 있는 kubelet 머신 구성이 있는 경우 다음 kubelet 머신 구성에 -3이 추
가됩니다.

머신 구성을 삭제하려면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당 구성을 역순으로 삭제합니다. 예를 들어 kubelet-2
머신 구성을 삭제하기 전에 kubelet-3 머신 구성을 삭제합니다.

참고참고

kubelet-9 접미사가 있는 머신 구성이 있고 다른 KubeletConfig CR을 생성하는 경우 
kubelet 머신 구성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도 새 머신 구성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KubeletConfig CR 예예

KubeletConfig 머신머신 구성구성 표시표시 예예

 kubeletConfig:
    maxPods: 250

$ oc get kubeletconfig

NAME                AGE
set-max-pods        15m

$ oc get mc | grep kubele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 확장확장 및및 성능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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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프로세스는 작업자 노드의 각 노드에 대한 최대 Pod 수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1. 구성하려는 노드 유형의 정적 MachineConfigPool CR와 연관된 라벨을 가져옵니다. 다음 중 하
나를 실행합니다.

a. Machine config pool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력출력 예예

라벨이 추가되면 labels 아래에 표시됩니다.

b. 라벨이 없으면 키/값 쌍을 추가합니다.

절차절차

1. 이 명령은 선택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머신 구성 오브젝트를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kubelet 관련 구성은 01-master-kubelet 및 01-worker-kubelet입니다.

2. 노드당 최대 Pod의 현재 값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99-worker-generated-kubelet-1                  b5c5119de007945b6fe6fb215db3b8e2ceb12511   3.2.0             
26m
...

$ oc describe machineconfigpool <name>

$ oc describe machineconfigpool worker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MachineConfigPool
metadata:
  creationTimestamp: 2019-02-08T14:52:39Z
  generation: 1
  labels:
    custom-kubelet: set-max-pods 1

$ oc label machineconfigpool worker custom-kubelet=set-max-pods

$ oc get machineconfig

$ oc describe node <node_name>

$ oc describe node ci-ln-5grqprb-f76d1-ncnqq-worker-a-mdv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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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Allocatable 스탠자에서 value: pods: <value>를 찾습니다.

출력출력 예예

3. 작업자 노드에서 노드당 최대 Pod 수를 설정하려면 kubelet 구성이 포함된 사용자 정의 리소스 파
일을 생성합니다.

머신 구성 풀에서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kubelet 구성을 추가합니다. 이 예에서는 maxPods를 사용하여 노드당 최대 Pod를 설정합
니다.

참고참고

kubelet이 API 서버와 통신하는 속도는 QPS(초당 쿼리) 및 버스트 값에 따라 달라
집니다. 노드마다 실행되는 Pod 수가 제한된 경우 기본 값인 50(kubeAPIQPS인
경우) 및 100(kubeAPIBurst인 경우)이면 충분합니다. 노드에 CPU 및 메모리 리소
스가 충분한 경우 kubelet QPS 및 버스트 속도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라벨을 사용하여 작업자의 머신 구성 풀을 업데이트합니다.

Allocatable:
 attachable-volumes-aws-ebs:  25
 cpu:                         3500m
 hugepages-1Gi:               0
 hugepages-2Mi:               0
 memory:                      15341844Ki
 pods:                        250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KubeletConfig
metadata:
  name: set-max-pods
spec:
  machineConfigPoolSelector:
    matchLabels:
      custom-kubelet: set-max-pods 1
  kubeletConfig:
    maxPods: 500 2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KubeletConfig
metadata:
  name: set-max-pods
spec:
  machineConfigPoolSelector:
    matchLabels:
      custom-kubelet: set-max-pods
  kubeletConfig:
    maxPods: <pod_count>
    kubeAPIBurst: <burst_rate>
    kubeAPIQPS: <QPS>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 확장확장 및및 성능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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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KubeletConfig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c. KubeletConfig 오브젝트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클러스터의 작업자 노드 수에 따라 작업자 노드가 하나씩 재부팅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작업
자 노드가 3개인 클러스터의 경우 약 10~1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변경 사항이 노드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 작업자 노드에서 maxPods 값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b. Allocatable 스탠자를 찾습니다.

이 예에서 pods 매개변수는 KubeletConfig 오브젝트에 설정한 값을 보고해야 합니다.

5. KubeletConfig 오브젝트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다음 예와 같이 True 및 type:Success 상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oc label machineconfigpool worker custom-kubelet=large-pods

$ oc create -f change-maxPods-cr.yaml

$ oc get kubeletconfig

NAME                AGE
set-max-pods        15m

$ oc describe node <node_name>

 ...
Allocatable:
  attachable-volumes-gce-pd:  127
  cpu:                        3500m
  ephemeral-storage:          123201474766
  hugepages-1Gi:              0
  hugepages-2Mi:              0
  memory:                     14225400Ki
  pods:                       500 1
 ...

$ oc get kubeletconfigs set-max-pods -o yaml

spec:
  kubeletConfig:
    maxPods: 500
  machineConfigPoolSelector:
    matchLabels:
      custom-kubelet: set-max-pod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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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용할 수 없는 작업자 노드 수 수정

기본적으로 kubelet 관련 구성을 사용 가능한 작업자 노드에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머신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구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
다. 언제든지 업데이트하는 머신 수를 조정하여 프로세스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절차절차

1. worker 머신 구성 풀을 편집합니다.

2. maxUnavailable을 원하는 값으로 설정합니다.

중요중요

값을 설정하는 경우 클러스터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둘 수 있는 작업자 노드 수를 고려하십시오.

1.4. 컨트롤 플레인 노드 크기 조정

컨트롤 플레인 노드 리소스 요구사항은 클러스터의 노드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컨트롤 플레인 노드
크기 권장 사항은 컨트롤 플레인 밀도 중심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컨트롤 플레인 테스트에서는
노드 수에 따라 각 네임스페이스의 클러스터에서 다음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12개의 이미지 스트림

3개의 빌드 구성

6개의 빌드

각각 두 개의 시크릿을 마운트하는 2개의 Pod 복제본이 있는 배포 1개

2개의 배포에 1개의 Pod 복제본이 2개의 시크릿을 마운트함

이전 배포를 가리키는 서비스 3개

이전 배포를 가리키는 경로 3개

10개의 시크릿, 이 중 2 개는 이전 배포에 의해 마운트됨

10개의 구성 맵, 이 중 두 개는 이전 배포에 의해 마운트됨

  conditions:
  - lastTransitionTime: "2021-06-30T17:04:07Z"
    message: Success
    status: "True"
    type: Success

$ oc edit machineconfigpool worker

spec:
  maxUnavailable: <node_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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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작업자 노드노드 수수 클러스터클러스터 로드로드(네임스페네임스페

이스이스)
CPU 코어코어 수수 메모리메모리(GB)

25 500 4 16

100 1000 8 32

250 4000 16 96

3개의 마스터 또는 컨트롤 플레인 노드가 있는 대규모 및 고밀도 클러스터에서는 노드 중 하나가 중지되
거나, 재부팅 또는 실패할 때 CPU 및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클러스터를 종료한
후 클러스터를 재시작하는 의도적인 경우 외에도 전원, 네트워크 또는 기본 인프라와 관련된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컨트롤 플레인 노드는 고가용성이 되기 위해 부하를 처
리하여 리소스 사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는 마스터가 직렬로 연결, 드레이닝, 재부팅되어 운영 체제 업데
이트를 적용하고 컨트롤 플레인 Operator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중에도 이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오류를 방지하려면 컨트롤 플레인 노드의 전체 CPU 및 메모리 리소스 사용량을
리소스 사용량 급증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용량의 60%로 유지합니다. 리소스 부족으로 인한
다운타임을 방지하기 위해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서 CPU 및 메모리를 늘립니다.

중요중요

노드 크기 조정은 클러스터의 노드 수와 개체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클러스터에서 개
체가 현재 생성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체 생성 중에 컨트롤 플레인은 개체가 
running 단계에 있을 때보다 리소스 사용량 측면에서 더 활성화됩니다.

OLM(Operator Lifecycle Manager)은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서 실행되며, 메모리 공간은 OLM이 클러스터
에서 관리해야 하는 네임스페이스 및 사용자 설치된 operator 수에 따라 다릅니다. OOM이 종료되지 않도
록 컨트를 플레인 노드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 데이터 지점은 클러스터 최대값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수수 유휴유휴 상태의상태의 OLM 메모리메모리(GB) 5명의명의 사용자사용자 operator가가 설치된설치된

OLM 메모리메모리(GB)

500 0.823 1.7

1000 1.2 2.5

1500 1.7 3.2

2000 2 4.4

3000 2.7 5.6

4000 3.8 7.6

5000 4.2 9.02

6000 5.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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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6.6 12.9

8000 6.9 14.8

9000 8 17.7

10,000 9.9 21.6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수수 유휴유휴 상태의상태의 OLM 메모리메모리(GB) 5명의명의 사용자사용자 operator가가 설치된설치된

OLM 메모리메모리(GB)

중요중요

다음 구성에서만 실행 중인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 클러스터에서 컨트롤 플레
인 노드 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비저닝 설치 방법으로 설치된 클러스터입니다.

설치 관리자 프로비저닝 인프라 설치 방법으로 설치된 AWS 클러스터입니다.

다른 모든 구성의 경우 총 노드 수를 추정하고 설치 중에 제안된 컨트롤 플레인 노드 크기
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중요

권장 사항은 OpenShift SDN이 있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에서 네트워
크 플러그인으로 캡처된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참고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3.11 및 이전 버전과 비교하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에서는 기본적으로 CPU 코어의 절반(500밀리코어)이 시스템에 의해 예약되
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크기가 결정됩니다.

1.4.1. 컨트롤 플레인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Amazon Web Services 인스턴스 유형 선택

AWS(Amazon Web Services) 클러스터의 컨트롤 플레인 시스템에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 컨트롤
플레인 시스템에서 사용할 더 큰 AWS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4.1.1. AWS 콘솔을콘솔을 사용하여사용하여 Amazon Web Services 인스턴스인스턴스 유형유형 변경변경

AWS 콘솔에서 인스턴스 유형을 업데이트하여 컨트롤 플레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AWS(Amazon Web
Services) 인스턴스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클러스터의 EC2 인스턴스를 수정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있는 AWS 콘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luster-admin 역할의 사용자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프로세스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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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프로세스

1. AWS 콘솔을 열고 컨트롤 플레인 시스템의 인스턴스를 가져옵니다.

2.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 시스템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a. 선택한 컨트롤 플레인 시스템의 경우 etcd 스냅샷을 작성하여 etcd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 etcd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b. AWS 콘솔에서 컨트롤 플레인 머신 인스턴스를 중지합니다.

c. 중지된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작업작업 → 인스턴스인스턴스 설정설정 → 인스턴스인스턴스 유형유형 변경을변경을 클릭합니다.

d. 인스턴스를 더 큰 유형으로 변경하고 유형이 이전 선택과 동일한 기본인지 확인하고 변경 사
항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m6i.xlarge 를 m6i.2xlarge 또는 m6i.4xlarge 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

e.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f.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에 인스턴스에 대한 해당 Machine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 AWS 콘솔에 설정된 인스턴스 유형과 일치하도록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유형을 업데이
트합니다.

3. 각 컨트롤 플레인 시스템에 대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etcd 백업

1.5. ETCD 관련 권장 사례

etcd는 디스크에 데이터를 쓰고 디스크에 제안을 유지하므로 디스크 성능에 따라 성능이 달라집니다.
etcd는 특별히 I/O 집약적이 아니지만 성능과 안정성을 최적화하려면 대기 시간이 짧은 블록 장치가 필요
합니다. etcd의 비관성 프로토콜은 메타데이터를 로그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데 따라 달라지므로 etcd는
디스크 쓰기 대기 시간에 민감합니다. 디스크 속도가 느리고 다른 프로세스의 디스크 활동이 길어지면
fsync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시간 동안 etcd가 하트비트를 놓치고 새 제안을 제때 디스크에 커밋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요
청 시간 초과 및 임시 리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쓰기 대기 시간이 길면 OpenShift API 속도가
느려 클러스터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서 다른 워크로드가 배치되
지 않도록 합니다.

대기 시간에서는 블록 장치 위에서 etcd를 실행하여 8000바이트 이상의 IOPS를 순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기 시간이 20ms인 경우 fdatasync를 사용하여 WAL의 각 쓰기를 동기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로드된 클러스터의 경우 8000바이트(2ms)의 순차적 500 IOPS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숫자를 측정하려면 fio와 같은 벤치마킹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얻으려면 대기 시간이 짧고 처리량이 높은 SSD 또는 NVMe 디스크가 지원되는 머신에서
etcd를 실행하십시오. 메모리 셀당 1 비트를 제공하고, 내구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쓰기 집약적인 워
크로드에 이상적입니다.

다음 하드 디스크 기능은 최적의 etcd 성능을 제공합니다.

빠른 읽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더 빠른 압축 및 조각 모음을 위한 높은 대역폭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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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역폭 읽기를 통해 실패로 인한 복구 속도가 빨라집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 최소 선택이지만 NVMe 드라이브가 우선합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조 업체의 서버 등급 하드웨어.

성능 향상을 위한 RAID 0 기술

전용 etcd 드라이브 etcd 드라이브에 로그 파일 또는 기타 많은 워크로드를 배치하지 마십시오.

NAS 또는 SAN 설정 및 회전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항상 fio와 같은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벤치마
크를 수행합니다. 증가하는 동안 클러스터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참고참고

NFS(Network File System) 프로토콜 또는 기타 네트워크 기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
십시오.

배포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메트릭은 etcd 디스
크 미리 쓰기 시 미리 쓰기 시간 및 etcd 리더 변경 횟수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추적하려면 Prometheus를
사용하십시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전이나 후에 etcd 하드웨어를 확인하려면 fio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Podman 또는 Docker와 같은 컨테이너 런타임은 테스트 중인 머신에 설치됩니다.

데이터는 /var/lib/etcd 경로에 작성됩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Fio를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합니다.

Podman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Docker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실행에서 캡처된 fsync 지표의 99번째 백분위수를 비교하여 20ms 미만인지 확인하여 디스크 속도가 etcd
를 호스팅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출력에서 보고합니다. I/O 성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etcd 지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etcd_disk_wal_fsync_duration_seconds_bucket 지표가 etcd의 WAL fsync 기간 보고

etcd_disk_backend_commit_duration_seconds_bucket 지표에서 etcd 백엔드 커밋 대기 시
간 보고

etcd_server_leader_changes_seen_total 지표에서 리더 변경을 보고

etcd는 모든 멤버 간에 요청을 복제하므로 성능은 네트워크 입력/출력(I/O) 대기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

$ sudo podman run --volume /var/lib/etcd:/var/lib/etcd:Z quay.io/openshift-scale/etcd-perf

$ sudo docker run --volume /var/lib/etcd:/var/lib/etcd:Z quay.io/openshift-scale/etcd-pe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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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니다. 네트워크 대기 시간이 길면 etcd 하트비트가 선택 시간 초과보다 오래 걸리므로 리더 선택이 발생
하여 클러스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배포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에서 모니터링되는
주요 메트릭은 각 etcd 클러스터 멤버에서 etcd 네트워크 피어 대기 시간의 99번째 백분위 수입니다. 이러
한 메트릭을 추적하려면 Prometheus를 사용하십시오.

histogram_quantile(0.99, rate(etcd_network_peer_round_trip_time_seconds_bucket[2m]) 지표에
서 etcd가 멤버 간 클라이언트 요청을 복제하기 위한 왕복 시간을 보고합니다. 50ms보다 작은지 확인하십
시오.

1.6. ETCD를 다른 디스크로 이동

공유 디스크에서 etcd를 별도의 디스크로 이동하여 성능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MachineConfigPool 은 metadata.labels[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과 일치해
야 합니다. 컨트롤러, 작업자 또는 사용자 지정 풀에 적용됩니다.

노드의 스토리지 장치(예: /dev/sdb )는 sdb와 일치해야 합니다. 파일의 모든 위치에서 이 참조를
변경합니다.

참고참고

이 절차에서는 루트 파일 시스템의 일부(예: /var/ )를 설치된 노드의 다른 디스크 또는 파티
션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MCO(Machine Config Operator)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 컨테이너 스토리지의 보조 디스크
를 마운트합니다.

etcd를 다른 장치로 이동하려면 다음 단계를 사용하십시오.

절차절차

1. etcd-mc.yml 이라는 machineconfig YAML 파일을 생성하고 다음 정보를 추가합니다.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MachineConfig
metadata:
  labels: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master
  name: 98-var-lib-etcd
spec:
  config:
    ignition:
      version: 3.2.0
    systemd:
      units:
      - contents: |
          [Unit]
          Description=Make File System on /dev/sdb
          DefaultDependencies=no
          BindsTo=dev-sdb.device
          After=dev-sdb.device var.mount
          Before=systemd-fsck@dev-sdb.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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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
          Type=oneshot
          RemainAfterExit=yes
          ExecStart=/usr/lib/systemd/systemd-makefs xfs /dev/sdb
          TimeoutSec=0

          [Install]
          WantedBy=var-lib-containers.mount
        enabled: true
        name: systemd-mkfs@dev-sdb.service
      - contents: |
          [Unit]
          Description=Mount /dev/sdb to /var/lib/etcd
          Before=local-fs.target
          Requires=systemd-mkfs@dev-sdb.service
          After=systemd-mkfs@dev-sdb.service var.mount

          [Mount]
          What=/dev/sdb
          Where=/var/lib/etcd
          Type=xfs
          Options=defaults,prjquota

          [Install]
          WantedBy=local-fs.target
        enabled: true
        name: var-lib-etcd.mount
      - contents: |
          [Unit]
          Description=Sync etcd data if new mount is empty
          DefaultDependencies=no
          After=var-lib-etcd.mount var.mount
          Before=crio.service

          [Service]
          Type=oneshot
          RemainAfterExit=yes
          ExecCondition=/usr/bin/test ! -d /var/lib/etcd/member
          ExecStart=/usr/sbin/setenforce 0
          ExecStart=/bin/rsync -ar /sysroot/ostree/deploy/rhcos/var/lib/etcd/ /var/lib/etcd/
          ExecStart=/usr/sbin/setenforce 1
          TimeoutSec=0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graphical.target
        enabled: true
        name: sync-var-lib-etcd-to-etcd.service
      - contents: |
          [Unit]
          Description=Restore recursive SELinux security contexts
          DefaultDependencies=no
          After=var-lib-etcd.mount
          Before=crio.servi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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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머신 구성을 생성합니다.

노드가 업데이트 및 재부팅됩니다. 재부팅이 완료되면 다음 이벤트가 수행됩니다.

XFS 파일 시스템이 지정된 디스크에 생성됩니다.

디스크는 /var/lib/etc 에 마운트됩니다.

/sysroot/ostree/deploy/rhcos/var/lib/etcd 의 콘텐츠와 /var/lib/etcd 입니다.

/var/lib/etcd 에 대해 SELinux 레이블 복원이 강제 적용됩니다.

이전 콘텐츠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3. 노드가 별도의 디스크에 있는 후 머신 구성 파일 etcd-mc.yml 을 다음 정보로 업데이트합니다.

          Type=oneshot
          RemainAfterExit=yes
          ExecStart=/sbin/restorecon -R /var/lib/etcd/
          TimeoutSec=0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graphical.target
        enabled: true
        name: restorecon-var-lib-etcd.service

$ oc login -u ${ADMIN} -p ${ADMINPASSWORD} ${API}
... output omitted ...

$ oc create -f etcd-mc.yml
machineconfig.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98-var-lib-etcd created

$ oc login -u ${ADMIN} -p ${ADMINPASSWORD} ${API}
 [... output omitted ...]

$ oc create -f etcd-mc.yml machineconfig.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98-var-lib-etcd 
created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MachineConfig
metadata:
  labels: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master
  name: 98-var-lib-etcd
spec:
  config:
    ignition:
      version: 3.2.0
    systemd:
      units:
      - contents: |
          [Unit]
          Description=Mount /dev/sdb to /var/lib/etcd
          Before=local-fs.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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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장치를 생성하고 동기화하기 위한 논리를 제거하는 수정된 버전을 적용합
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노드가 재부팅되지 않습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RHCOS(Red Hat Enterprise Linux CoreOS)

1.7. ETCD 데이터 조각 모음

대규모 및 밀도가 높은 클러스터의 경우 키 공간이 너무 커져서 공간 할당량을 초과하면 etcd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etcd를 유지 관리하고 조각 모음하여 데이터 저장소에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etcd 지표에 대한 Prometheus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조각 모음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etcd에서 키 읽기 및 삭제만 수락하는 유지 관리 모드로 클러스터를 배치하는 클러스터 전체 알람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요 메트릭을 모니터링합니다.

etcd_server_quota_backend_bytes, 현재 할당량 제한

etcd_mvcc_db_total_size_in_use_in_bytes. 이는 기록 압축 후 실제 데이터베이스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etcd_mvcc_db_total_size_in_bytes.gb는 조각 모음 대기 중인 여유 공간을 포함하여 데이터베
이스 크기를 표시합니다.

etcd 기록 압축과 같은 디스크 조각화를 초래하는 이벤트 후 디스크 공간을 회수하기 위해 etcd 데이터를
조각 모음합니다.

기록 압축은 5분마다 자동으로 수행되며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에서 공백이 남습니다. 이 분할된 공간은
etcd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호스트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 파일 시스템에서 이 공간
을 사용할 수 있도록 etcd 조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각 모음이 자동으로 수행되지만 수동으로 트리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참고

          Requires=systemd-mkfs@dev-sdb.service
          After=systemd-mkfs@dev-sdb.service var.mount

          [Mount]
          What=/dev/sdb
          Where=/var/lib/etcd
          Type=xfs
          Options=defaults,prjquota

          [Install]
          WantedBy=local-fs.target
        enabled: true
        name: var-lib-etcd.mount

$ oc replace -f etcd-mc.y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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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etcd Operator는 클러스터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작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동 조각 모음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합합니다.

1.7.1. 자동 조각 모음

etcd Operator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수동 조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로그 중 하나를 확인하여 조각 모음 프로세스가 성공했는지 확인합니다.

etcd 로그

cluster-etcd-operator Pod

Operator 상태 오류 로그

주의주의

자동 조각 모음으로 인해 Kubernetes 컨트롤러 관리자와 같은 다양한 OpenShift 핵
심 구성 요소에서 리더 선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패한 구성 요소가
다시 시작됩니다. 재시작은 무해하며 다음 실행 중인 인스턴스로 장애 조치를 트리거
하거나 다시 시작한 후 구성 요소가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로그로그 출력출력 예예

1.7.2. 수동 조각 모음

etcd_db_total_size_in_bytes 메트릭을 모니터링하여 수동 조각 모음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
니다.

PromQL 표현식을 사용하여 조각 모음을 사용하여 해제할 etcd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MB 단위로 확인하
여 조각 모음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tcd_mvcc_db_total_size_in_in_bytes - 
etcd_mvcc_in_in_use_in_bytes)/1024/1024



I0907 08:43:12.171919       1
defragcontroller.go:198] etcd member "ip-
10-0-191-150.example.redhat.com"
backend store fragmented: 39.33 %, dbSize:
34913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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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주의

etcd를 분리하는 것은 차단 작업입니다. 조각화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etcd 멤버는 응
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pod의 조각 모음 작업 간에 클러스터가 정상 작동을 재개
할 수 있도록 1분 이상 대기해야 합니다.

각 etcd 멤버의 etcd 데이터 조각 모음을 수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cluster-admin 역할의 사용자로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차절차

1. 리더가 최종 조각화 처리를 수행하므로 어떤 etcd 멤버가 리더인지 확인합니다.

a. etcd pod 목록을 가져옵니다.

출력출력 예예

b. Pod를 선택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어떤 etcd 멤버가 리더인지 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 oc -n openshift-etcd get pods -l k8s-app=etcd -o wide

etcd-ip-10-0-159-225.example.redhat.com                3/3     Running     0          175m   
10.0.159.225   ip-10-0-159-225.example.redhat.com   <none>           <none>
etcd-ip-10-0-191-37.example.redhat.com                 3/3     Running     0          173m   
10.0.191.37    ip-10-0-191-37.example.redhat.com    <none>           <none>
etcd-ip-10-0-199-170.example.redhat.com                3/3     Running     0          176m   
10.0.199.170   ip-10-0-199-170.example.redhat.com   <none>           <none>

$ oc rsh -n openshift-etcd etcd-ip-10-0-159-225.example.redhat.com etcdctl endpoint 
status --cluster -w table

Defaulting container name to etcdctl.
Use 'oc describe pod/etcd-ip-10-0-159-225.example.redhat.com -n openshift-etcd' to see 
all of the containers in this pod.
+---------------------------+------------------+---------+---------+-----------+------------+-----------
+------------+--------------------+--------+
|         ENDPOINT          |        ID        | VERSION | DB SIZE | IS LEADER | IS LEARNER | 
RAFT TERM | RAFT INDEX | RAFT APPLIED INDEX | ERRORS |
+---------------------------+------------------+---------+---------+-----------+------------+-----------
+------------+--------------------+--------+
|  https://10.0.191.37:2379 | 251cd44483d811c3 |   3.4.9 |  104 MB |     false |      false |         
7 |      91624 |              91624 |        |
| https://10.0.159.225:2379 | 264c7c58ecbdabee |   3.4.9 |  104 MB |     false |      false |         
7 |      91624 |              91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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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력의 IS LEADER 열에 따르면 https://10.0.199.170:2379 엔드 포인트가 리더입니다. 이
전 단계의 출력과 이 앤드 포인트가 일치하면 리더의 Pod 이름은 etcd-ip-10-0199-
170.example.redhat.com입니다.

2. etcd 멤버를 분리합니다.

a. 실행중인 etcd 컨테이너에 연결하고 리더가 아닌 pod 이름을 전달합니다.

b. ETCDCTL_ENDPOINTS 환경 변수를 설정 해제합니다.

c. etcd 멤버를 분리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시간 초과 오류가 발생하면 명령이 성공할 때까지 --command-timeout 의 값을 늘립니다.

d.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이 예에서는 etcd 멤버의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시작 크기인 104MB와 달리 현재 41MB임을 보
여줍니다.

| https://10.0.199.170:2379 | 9ac311f93915cc79 |   3.4.9 |  104 MB |      true |      false |         
7 |      91624 |              91624 |        |
+---------------------------+------------------+---------+---------+-----------+------------+-----------
+------------+--------------------+--------+

$ oc rsh -n openshift-etcd etcd-ip-10-0-159-225.example.redhat.com

sh-4.4# unset ETCDCTL_ENDPOINTS

sh-4.4# etcdctl --command-timeout=30s --endpoints=https://localhost:2379 defrag

Finished defragmenting etcd member[https://localhost:2379]

sh-4.4# etcdctl endpoint status -w table --cluster

+---------------------------+------------------+---------+---------+-----------+------------+-----------
+------------+--------------------+--------+
|         ENDPOINT          |        ID        | VERSION | DB SIZE | IS LEADER | IS LEARNER | 
RAFT TERM | RAFT INDEX | RAFT APPLIED INDEX | ERRORS |
+---------------------------+------------------+---------+---------+-----------+------------+-----------
+------------+--------------------+--------+
|  https://10.0.191.37:2379 | 251cd44483d811c3 |   3.4.9 |  104 MB |     false |      false |         
7 |      91624 |              91624 |        |
| https://10.0.159.225:2379 | 264c7c58ecbdabee |   3.4.9 |   41 MB |     false |      false |         
7 |      91624 |              91624 |        | 1
| https://10.0.199.170:2379 | 9ac311f93915cc79 |   3.4.9 |  104 MB |      true |      false |         
7 |      91624 |              9162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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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다음 단계를 반복하여 다른 etcd 멤버에 연결하고 조각 모음을 수행합니다. 항상 리더의 조각
모음을 마지막으로 수행합니다.
etcd pod가 복구될 수 있도록 조각 모음 작업에서 1분 이상 기다립니다. etcd pod가 복구될 때
까지 etcd 멤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3. 공간 할당량을 초과하여 NOSPACE 경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우십시오.

a. NOSPACE 경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b. 경고를 지웁니다.

1.8.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인프라 구성 요소

다음 인프라 워크로드에서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작업자 서브스크립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스터에서 실행되는 Kubernetes 및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컨트롤 플레인 서비스

기본 라우터

통합된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

HAProxy 기반 Ingress 컨트롤러

사용자 정의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기위한 구성 요소를 포함한 클러스터 메트릭 수집 또는 모니
터링 서비스

클러스터 집계 로깅

서비스 브로커

Red Hat Quay

Red Hat OpenShift Container Storage

Red Hat Advanced Cluster Manager

Red Hat Advanced Cluster Security for Kubernetes

Red Hat OpenShift GitOps

Red Hat OpenShift Pipelines

다른 컨테이너, Pod 또는 구성 요소를 실행하는 모든 노드는 서브스크립션을 적용해야 하는 작업자 노드
입니다.

인프라 노드 및 인프라 노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엔터프라이즈

sh-4.4# etcdctl alarm list

memberID:12345678912345678912 alarm:NOSPACE

sh-4.4# etcdctl alarm dis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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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노드 및 인프라 노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엔터프라이즈
Kubernetes 문서의 OpenShift 크기 조정 및 서브스크립션 가이드의 "Red Hat OpenShift 컨트롤 플레인
및 인프라 노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9. 모니터링 솔루션 이동

모니터링 스택에는 Prometheus, Grafana, Alertmanager를 포함한 여러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Cluster
Monitoring Operator는 이 스택을 관리합니다. 모니터링 스택을 인프라 노드에 재배포하려면 사용자 정의
구성 맵을 생성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1. cluster-monitoring-config 구성 맵을 편집하고 infra 레이블을 사용하도록 nodeSelector 를 변
경합니다.

$ oc edit configmap cluster-monitoring-config -n openshift-monitoring

apiVersion: v1
kind: ConfigMap
metadata:
  name: cluster-monitoring-config
  namespace: openshift-monitoring
data:
  config.yaml: |+
    alertmanagerMain:
      nodeSelector: 1
        node-role.kubernetes.io/infra: ""
      tolerations: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Schedule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Execute
    prometheusK8s: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infra: ""
      tolerations: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Schedule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Execute
    prometheusOperator: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infra: ""
      tolerations: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Schedule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Execute
    graf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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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infra: ""
      tolerations: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Schedule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Execute
    k8sPrometheusAdapter: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infra: ""
      tolerations: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Schedule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Execute
    kubeStateMetrics: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infra: ""
      tolerations: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Schedule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Execute
    telemeterClient: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infra: ""
      tolerations: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Schedule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Execute
    openshiftStateMetrics: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infra: ""
      tolerations: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Schedule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Execute
    thanosQuerier: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infra: ""
      tolerations: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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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적절한 값이 설정된 nodeSelector 매개변수를 이동하려는 구성 요소에 추가합니다. 표시된
형식으로 nodeSelector를 사용하거나 노드에 지정된 값에 따라 <key>: <value> 쌍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노드에 테인트를 추가한 경우 일치하는 톨러레이션도 추가합니다.

2. 모니터링 pod가 새 머신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3. 구성 요소가 infra 노드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 이 구성 요소가 있는 pod를 제거합니다.

삭제된 pod의 구성 요소가 infra 노드에 다시 생성됩니다.

1.10. 기본 레지스트리 이동

Pod를 다른 노드에 배포하도록 레지스트리 Operator를 구성합니다.

전제전제 조건조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에서 추가 머신 세트를 구성합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1. config/instance 개체를 표시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ffect: NoExecute

$ watch 'oc get pod -n openshift-monitoring -o wide'

$ oc delete pod -n openshift-monitoring <pod>

$ oc get configs.imageregistry.operator.openshift.io/cluster -o yaml

apiVersion: imageregistry.operator.openshift.io/v1
kind: Config
metadata:
  creationTimestamp: 2019-02-05T13:52:05Z
  finalizers:
  - imageregistry.operator.openshift.io/finalizer
  generation: 1
  name: cluster
  resourceVersion: "56174"
  selfLink: /apis/imageregistry.operator.openshift.io/v1/configs/cluster
  uid: 36fd3724-294d-11e9-a524-12ffeee2931b
spec:
  httpSecret: d9a012ccd117b1e6616ceccb2c3bb66a5fed1b5e481623
  logging: 2
  managementState: Managed
  proxy: {}
  replicas: 1
  requests:
    r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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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config/instance 개체를 편집합니다.

적절한 값이 설정된 nodeSelector 매개변수를 이동하려는 구성 요소에 추가합니다. 표시된
형식으로 nodeSelector를 사용하거나 노드에 지정된 값에 따라 <key>: <value> 쌍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노드에 테인트를 추가한 경우 일치하는 톨러레이션도 추가합니다.

3. 레지스트리 pod가 인프라 노드로 이동되었는지 검증합니다.

a.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레지스트리 pod가 있는 노드를 식별합니다.

b. 노드에 지정된 레이블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령 출력을 확인하고 node-role.kubernetes.io/infra가 LABELS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1.11. 라우터 이동

라우터 Pod를 다른 머신 세트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od는 작업자 노드에 배포됩니다.

전제전제 조건조건

    write: {}
  storage:
    s3:
      bucket: image-registry-us-east-1-c92e88cad85b48ec8b312344dff03c82-392c
      region: us-east-1
status:
...

$ oc edit configs.imageregistry.operator.openshift.io/cluster

spec:
  affinity:
    podAntiAffinity:
      preferredDuringSchedulingIgnoredDuringExecution:
      - podAffinityTerm:
          namespaces:
          - openshift-image-registry
          topologyKey: kubernetes.io/hostname
        weight: 100
  logLevel: Normal
  managementState: Managed
  nodeSelector: 1
    node-role.kubernetes.io/infra: ""
  tolerations:
  - effect: NoSchedule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 effect: NoExecute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 oc get pods -o wide -n openshift-image-registry

$ oc describe node <node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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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전제 조건조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에서 추가 머신 세트를 구성합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1. 라우터 Operator의 IngressController 사용자 정의 리소스를 표시합니다.

명령 출력은 다음 예제와 유사합니다.

2. ingresscontroller 리소스를 편집하고 infra 레이블을 사용하도록 nodeSelector를 변경합니다.

$ oc get ingresscontroller default -n openshift-ingress-operator -o yaml

apiVersion: operator.openshift.io/v1
kind: IngressController
metadata:
  creationTimestamp: 2019-04-18T12:35:39Z
  finalizers:
  - ingresscontroller.operator.openshift.io/finalizer-ingresscontroller
  generation: 1
  name: default
  namespace: openshift-ingress-operator
  resourceVersion: "11341"
  selfLink: /apis/operator.openshift.io/v1/namespaces/openshift-ingress-
operator/ingresscontrollers/default
  uid: 79509e05-61d6-11e9-bc55-02ce4781844a
spec: {}
status:
  availableReplicas: 2
  conditions:
  - lastTransitionTime: 2019-04-18T12:36:15Z
    status: "True"
    type: Available
  domain: apps.<cluster>.example.com
  endpointPublishingStrategy:
    type: LoadBalancerService
  selector: ingresscontroller.operator.openshift.io/deployment-ingresscontroller=default

$ oc edit ingresscontroller default -n openshift-ingress-operator

  spec:
    nodePlacement:
      nodeSelector: 1
        matchLabels:
          node-role.kubernetes.io/infra: ""
      tolerations:
      - effect: NoSchedule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 effect: NoExecute
        key: node-role.kubernetes.io/infra
        value: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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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절한 값이 설정된 nodeSelector 매개변수를 이동하려는 구성 요소에 추가합니다. 표시된
형식으로 nodeSelector를 사용하거나 노드에 지정된 값에 따라 <key>: <value> 쌍을 사용

3. 라우터 pod가 infra 노드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a. 라우터 pod 목록을 표시하고 실행중인 pod의 노드 이름을 기록해 둡니다.

출력출력 예예

이 예에서 실행중인 pod는 ip-10-0-217-226.ec2.internal 노드에 있습니다.

b. 실행중인 pod의 노드 상태를 표시합니다.

pod 목록에서 얻은 <node_name>을 지정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역할 목록에 infra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pod가 올바른 노드에서 실행됩니다.

1.12. 인프라 노드 크기 조정

인프라 노드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환경의 일부를 실행하도록 레이블이 지정된 노드입니다. 인
프라 노드 리소스 요구사항은 클러스터 사용 기간, 노드, 클러스터의 오브젝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Prometheus의 지표 또는 시계열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인프라 노드 크기
권장 사항은 클러스터 최대값 및 컨트롤 플레인 밀도 중심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작업자작업자 노드노드 수수 CPU 코어코어 수수 메모리메모리(GB)

25 4 16

100 8 32

250 16 128

500 32 128

$ oc get pod -n openshift-ingress -o wide

NAME                              READY     STATUS        RESTARTS   AGE       IP           NODE                           
NOMINATED NODE   READINESS GATES
router-default-86798b4b5d-bdlvd   1/1      Running       0          28s       10.130.2.4   ip-10-
0-217-226.ec2.internal   <none>           <none>
router-default-955d875f4-255g8    0/1      Terminating   0          19h       10.129.2.4   ip-10-
0-148-172.ec2.internal   <none>           <none>

$ oc get node <node_name> 1

NAME                          STATUS  ROLES         AGE   VERSION
ip-10-0-217-226.ec2.internal  Ready   infra,worker  17h   v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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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클러스터당 세 개의 인프라 노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중요

이러한 크기 조정 권장 사항은 클러스터에서 많은 수의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스케일링 테
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테스트에는 일부 클러스터 최대값에 도달하는 테스트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 클러스터에서 노드 수가 250~500개인
경우 최대값은 Pod가 61,000개, 배포가 10,000개, 보안이 181,000개, 구성 맵이 400개 등
인 네임스페이스 10,000개입니다. Prometheus는 고도의 메모리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입니
다. 리소스 사용량은 노드 수, 오브젝트, Prometheus 지표 스크래핑 간격, 지표 또는 시계열,
클러스터 사용 기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스크 크기도 보존 기간에 따라 달
라집니다.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크기 조정 권장 사항은 클러스터 설치 중에 설치되는 인프라 구성 요소인
Prometheus, 라우터 및 레지스트리에만 적용됩니다. 로깅은 Day 2 작업에서 이러한 권장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참고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3.11 및 이전 버전과 비교하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에서는 기본적으로 CPU 코어의 절반(500밀리코어)이 시스템에 의해 예약되
어 있습니다. 명시된 크기 조정 권장 사항은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1.13. 추가 리소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 최대값

인프라 머신 세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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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IBM Z 및 LINUXONE 환경에 대한 권장 호스트 사례
이 주제에서는 IBM Z 및 LinuxONE의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 대한 호스트 권장 사례를 설명합니
다.

참고참고

s390x 아키텍처는 여러 면에서 고유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일부 권장 사항은 다른
플랫폼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참고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방법은 IBM Z 및 LinuxONE에 z/VM 및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KVM 설치에 모두 적용됩니다.

2.1. CPU 과다 할당 관리

고도로 가상화된 IBM Z 환경에서는 인프라 설정 및 크기 조정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가상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리소스 과다 할당을 수행하여 하이퍼바이저 수준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것보다
가상 시스템에 더 많은 리소스를 할당하는 기능입니다. 이 방법은 워크로드에 따라 다르며 모든 설정에 적
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규칙이 없습니다.

설정에 따라 CPU 과다 할당과 관련된 모범 사례를 고려하십시오.

LPAR 레벨(PR/SM 하이퍼바이저)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물리적 코어(IFL)를 각 LPAR에 할당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IFL 4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각각 4개의 논리적 IFL이
있는 3개의 LPAR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LPAR 공유 및 가중치 확인 및 이해.

과도한 가상 CPU 수는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논리 프로세서가 LPAR에 정의된
것보다 게스트에 더 많은 가상 프로세서를 정의하지 마십시오.

게스트당 가상 프로세서 수를 최대 업무 부하가 아닌 구성.

소규모로 시작하고 워크로드를 모니터링합니다. 필요에 따라 vCPU 수를 점진적으로 늘립니다.

모든 워크로드가 높은 과다 할당 비율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워크로드가 CPU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성능 문제 없이 높은 비율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I/O 집약성이 높은 워크로드는 높은
과다 할당 비율을 통해서도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Z/VM 공통 성능 문제 및 솔루션

z/VM 과다 할당 고려 사항

LPAR CPU 관리

2.2. TRANSPARENT HUGE PAGES 비활성화

THP(Transparent Huge Pages)는 대규모 페이지를 생성, 관리 및 사용하는 대부분의 측면을 자동화하려
고 합니다. THP는 대규모 페이지를 자동으로 관리하므로 모든 유형의 워크로드에 대해 항상 최적으로 처
리되지는 않습니다. THP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체적으로 대규모 페이지를 처리하므로 성능 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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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HP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수신 흐름으로 네트워킹 성능 향상

RFS(Receive Packet Buildering)는 네트워크 대기 시간을 추가로 줄임으로써 수신 패킷 제거(RPS)를 확
장합니다. ss는 기술적으로 RPS를 기반으로 하며 CPU 캐시 적중 속도를 늘려 패킷 처리 효율성을 향상시
킵니다. 이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 캐시 적중이 CPU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계산에 가장 편리
한 CPU를 결정함으로써 대기열 길이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CPU 캐시가 무효화되고 캐시를 다시 빌드하
려면 더 적은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패킷 처리 실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3.1. MCO(Machine Config Operator)를 사용하여 HFSS 활성화

절차절차

1. 다음 MCO 샘플 프로필을 YAML 파일에 복사합니다. 예를 들어 enable-rfs.yaml:

2. MCO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3. 50-enable-rfs라는라는 항목이항목이 나열되는지나열되는지 확인합니다.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MachineConfig
metadata:
  labels: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worker
  name: 50-enable-rfs
spec:
  config:
    ignition:
      version: 2.2.0
    storage:
      files:
      - contents:
          source: data:text/plain;charset=US-
ASCII,%23%20turn%20on%20Receive%20Flow%20Steering%20%28RFS%29%20for%20all
%20network%20interfaces%0ASUBSYSTEM%3D%3D%22net%22%2C%20ACTION%3D%
3D%22add%22%2C%20RUN%7Bprogram%7D%2B%3D%22/bin/bash%20-
c%20%27for%20x%20in%20/sys/%24DEVPATH/queues/rx-
%2A%3B%20do%20echo%208192%20%3E%20%24x/rps_flow_cnt%3B%20%20done%27
%22%0A
        filesystem: root
        mode: 0644
        path: /etc/udev/rules.d/70-persistent-net.rules
      - contents:
          source: data:text/plain;charset=US-
ASCII,%23%20define%20sock%20flow%20enbtried%20for%20%20Receive%20Flow%20Ste
ering%20%28RFS%29%0Anet.core.rps_sock_flow_entries%3D8192%0A
        filesystem: root
        mode: 0644
        path: /etc/sysctl.d/95-enable-rps.conf

$ oc create -f enable-rfs.yaml

$ oc get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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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활성화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IBM Z의 OpenShift Container Platform:¢S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성능 조정

수신 흐름 제거(RFS) 구성

Linux 네트워킹 스택에서 확장

2.4. 네트워크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네트워킹 스택은 OpenShift Container Platform과 같은 Kubernetes 기반 제품에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IBM Z 설정의 경우 네트워킹 설정은 선택한 하이퍼바이저에 따라 다릅니다. 워크로드 및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 사례 및 트래픽 패턴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것이 좋습니다.

설정에 따라 다음 모범 사례를 고려하십시오.

트래픽 패턴을 최적화하려면 네트워킹 장치와 관련된 모든 옵션을 고려하십시오. OSA-Express,
RoCE Express, HiperSockets, z/VM VSwitch, Linux Bridge(KVM) 등의 장점을 살펴보고 설치 시
가장 큰 이점을 제공하는 옵션을 결정하십시오.

항상 사용 가능한 최신 NIC 버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OSA Express 7S 10 GbE는 모두 10GbE
어댑터이지만 트랜잭션 워크로드 유형의 OSA Express 6S 10GbE에 비해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각 가상 스위치는 추가 대기 시간 계층을 추가합니다.

로드 밸런서는 클러스터 외부의 네트워크 통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한
경우 프로덕션급 하드웨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SDN에는 네트워킹 성능에 영향을 주는 흐름과 규칙이 도입되었
습니다. 통신이 중요한 서비스의 지역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포드 선호도 및 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능과 기능 간의 장단점 균형을 맞추십시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IBM Z의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 성능 경험, 힌트 및 팁

IBM Z Networking Performance의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노드 유사성 규칙을 사용하여 노드에 대한 Pod 배치 제어

2.5. Z/VM에서 HYPERPAV로 높은 디스크 성능 확인

DASD 및 ECKD 장치는 일반적으로 IBM Z 환경에서 디스크 유형으로 사용됩니다. z/VM 환경의 일반적인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설정에서 DASD 디스크는 노드의 로컬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데 일반적으
로 사용됩니다. z/VM 게스트를 지원하는 DASD 디스크에 대해 더 많은 처리량과 전반적으로 개선된 I/O
성능을 제공하도록 HyperPAV 별칭 장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스토리지 장치에 HyperPAV를 사용하면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러나 처리량과 CPU 비용 간에

$ oc delete mc 50-enable-r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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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스토리지 장치에 HyperPAV를 사용하면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러나 처리량과 CPU 비용 간에
장단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5.1. z/VM full-pack minidisks를 사용하여 노드에서 HyperPAV 별칭을 활성화하려면
MCO(Machine Config Operator)를 사용합니다.

전체 팩 미니 디스크를 사용하는 z/VM 기반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설정의 경우 모든 노드에서
HyperPAV 별칭을 활성화하여 MCO 프로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 및 컴퓨팅 노드
모두에 YAML 구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절차절차

1. 다음 MCO 샘플 프로필을 컨트롤 플레인 노드의 YAML 파일에 복사합니다. 예를 들면 05-master-
kernelarg-hpav.yaml:

2. 다음 MCO 샘플 프로필을 계산 노드의 YAML 파일에 복사합니다. 예를 들면 05-worker-
kernelarg-hpav.yaml:

참고참고

장치 ID에 맞게 rd.dasd 인수를 수정해야 합니다.

3. MCO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 cat 05-master-kernelarg-hpav.yaml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MachineConfig
metadata:
  labels: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master
  name: 05-master-kernelarg-hpav
spec:
  config:
    ignition:
      version: 3.1.0
  kernelArguments:
    - rd.dasd=800-805

$ cat 05-worker-kernelarg-hpav.yaml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MachineConfig
metadata:
  labels: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worker
  name: 05-worker-kernelarg-hpav
spec:
  config:
    ignition:
      version: 3.1.0
  kernelArguments:
    - rd.dasd=800-805

$ oc create -f 05-master-kernelarg-hpav.yaml

2장장. IBM Z 및및 LINUXONE 환경에환경에 대한대한 권장권장 호스트호스트 사례사례

33



4. 비활성화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ECKD DASD에 HyperPAV 사용

z/VM에서 Linux 게스트에서 HyperPAV 별칭 장치 확장

2.6. IBM Z 호스트의 RHEL KVM 권장 사항

KVM 가상 서버 환경 최적화는 가상 서버의 워크로드와 사용 가능한 리소스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
환경에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과 동일한 조치는 다른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설
정의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종종 실험이 필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IBM Z 및 LinuxONE 환경에서 RHEL KVM과 함께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을 사용
할 때 몇 가지 모범 사례를 소개합니다.

2.6.1. VirtIO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여러 큐 사용

여러 가상 CPU를 사용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에 여러 큐를 제공하는 경우 동시에 패키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드라이버 요소의 queues 특성을특성을 사용하여 여러 큐를 구성합니다. 가상 서버의 가상 CPU 수를
초과하지 않는 정수 2를 지정합니다.

다음 예제 사양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해 두 개의 입력 및 출력 대기열을 구성합니다.

다중 대기열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메모리 및 CPU 리소스도
사용합니다. 사용 중인 인터페이스에 사용할 두 개의 큐 정의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 중인 인터페이
스에 대해 트래픽이 적거나 대기열이 2개 이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두 개의 대기열을 시도합니다.

2.6.2. 가상 블록 장치에 I/O 스레드 사용

가상 블록 장치가 I/O 스레드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러한 I/O 스레드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가상 서버 및
각 가상 블록 장치에 대해 하나 이상의 I/O 스레드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연속 10진수 스레드 ID 1, 2 및 3을 사용하여 3개의 I /O 스레드를스레드를 구성하도록구성하도록  
<iothreads>3&lt;/iothreads>를 지정합니다. The iothread " 매개 변수는 ID 2와 함께 I/O 스레드를 사용하
도록 디스크 장치의 드라이버 요소를 지정합니다.

I/O 스레드스레드 사양사양 샘플샘플

$ oc create -f 05-worker-kernelarg-hpav.yaml

$ oc delete -f 05-master-kernelarg-hpav.yaml

$ oc delete -f 05-worker-kernelarg-hpav.yaml

<interface type="direct">
    <source network="net01"/>
    <model type="virtio"/>
    <driver ... queues="2"/>
</interf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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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I/O 스레드 수입니다.

디스크 장치의 드라이버 요소입니다.

스레드는 디스크 장치의 I/O 작업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메모리 및 CPU 리소스도 사용합니다. 동
일한 스레드를 사용하도록 여러 장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를 장치에 가장 잘 매핑하는 방법은 사
용 가능한 리소스 및 워크로드에 따라 다릅니다.

소수의 I/O 스레드로 시작합니다. 종종 모든 디스크 장치에 대한 단일 I/O 스레드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상
CPU 수보다 많은 스레드를 구성하지 말고 유휴 스레드를 구성하지 마십시오.

virsh iothreadadd 명령을 사용하여 실행 중인 가상 서버에 특정 스레드 ID가 있는 I/O 스레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6.3. 가상 SCSI 장치 방지

SCSI별 인터페이스를 통해 장치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만 가상 SCSI 장치를 구성합니다. 호스트의 백업
과 관계없이 디스크 공간을 가상 SCSI 장치가 아닌 가상 블록 장치로 구성합니다.

그러나 다음을 위해 SCSI 관련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에서 SCSI 연결 테이프 드라이브의 LUN입니다.

가상 DVD 드라이브에 마운트된 호스트 파일 시스템의 DVD ISO 파일입니다.

2.6.4. 디스크에 게스트 캐싱 설정

호스트가 아닌 게스트가 캐싱을 수행하도록 디스크 장치를 구성합니다.

디스크 장치의 드라이버 요소에 cache="none" 및및 io="native"  매개변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6.5. 메모리 증대 장치 제외

동적 메모리 크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메모리 balloon 장치를 정의하지 말고 libvirt가 사용자를 위해 파
일을 생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memballoon 매개 변수를 도메인 구성 XML 파일의 devices 요소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합니다.

<domain>
  <iothreads>3</iothreads> 1
    ...
     <devices>
       ...
          <disk type="block" device="disk"> 2
<driver ... iothread="2"/>
    </disk>
       ...
     </devices>
   ...
</domain>

<disk type="block" device="disk">
    <driver name="qemu" type="raw" cache="none" io="native" iothread="1"/>
...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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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프로파일 목록을 확인합니다.

2.6.6. 호스트 스케줄러의 CPU 마이그레이션 알고리즘 조정

중요중요

결과를 이해하는 전문가인 경우가 아니면 스케줄러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테스트하지
않고 프로덕션 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의도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지 마십시오.

kernel.sched_migration_cost_ns 매개변수는 나노초 단위로 시간 간격을 지정합니다. 작업을 마지막으
로 실행한 후에는 이 간격이 만료될 때까지 CPU 캐시에 유용한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간
격을 늘리면 작업 마이그레이션이 줄어듭니다. 기본값은 500000 ns입니다.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가 있을 때 CPU 유휴 시간이 예상보다 크면 이 간격을 줄이십시오. CPU 또는 노드
간에 너무 자주 바운싱되는 경우 작업을 늘리십시오.

간격을 60000 ns로 동적으로 설정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값을 60000 ns로 영구적으로 변경하려면 /etc/sysctl.conf에에 다음다음 항목을항목을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2.6.7. cpuset cgroup 컨트롤러 비활성화

참고참고

이 설정은 cgroup 버전 1이 있는 KVM 호스트에만 적용됩니다. 호스트에서 CPU 핫플러그를
활성화하려면 cgroup 컨트롤러를 비활성화합니다.

절차절차

1. 선택한 편집기를 사용하여 /etc/libvirt/qemu.conf 를 엽니다.

2. cgroup_controllers 행으로 이동합니다.

3. 전체 행을 복제하고 복사에서 선행 기호(#)를 제거합니다.

4. 다음과 같이 cpuset 항목을 제거합니다.

5. 새 설정을 적용하려면 libvirtd 데몬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a. 모든 가상 시스템을 중지합니다.

b.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memballoon model="none"/>

# sysctl kernel.sched_migration_cost_ns=60000

kernel.sched_migration_cost_ns=60000

cgroup_controllers = [ "cpu", "devices", "memory", "blkio", "cpuac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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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상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설정은 호스트 재부팅 시 유지됩니다.

2.6.8. 유휴 가상 CPU의 폴링 기간 조정

가상 CPU가 유휴 상태가 되면 KVM은 호스트 리소스를 할당하기 전에 가상 CPU의 시작 조건을 폴링합니
다. /sys/module/kvm/parameters/halt_poll_ns 의 sysfs에서 폴링이 발생하는 시간 간격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지정된 시간 동안 폴링을 수행하면 리소스 사용량을 희생할 때 가상 CPU의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
다. 워크로드에 따라 폴링 시간이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시간 간격은 나노초 단위로 지정됩니다. 기본
값은 50000 ns입니다.

낮은 CPU 소비를 최적화하려면 작은 값을 입력하거나 0을 작성하여 폴링을 비활성화합니다.

트랜잭션 워크로드의 경우 대기 시간이 짧도록 최적화하려면 큰 값을 입력합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KVM용 IBM Z 성능 튜닝의 Linux

IBM Z에서 가상화 시작하기

# systemctl restart libvirtd

# echo 0 > /sys/module/kvm/parameters/halt_poll_ns

# echo 80000 > /sys/module/kvm/parameters/halt_poll_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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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클러스터 스케일링 관련 권장 사례

중요중요

이 섹션의 지침은 클라우드 공급자 통합을 통한 설치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OVN(Open Virtual Network)이 아닌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을 사
용하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 적용됩니다.

다음 모범 사례를 적용하여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의 작업자 머신 수를 스케일링하십시
오. 작업자 머신 세트에 정의된 복제본 수를 늘리거나 줄여 작업자 머신을 스케일링합니다.

3.1. 클러스터 스케일링에 대한 권장 사례

노드 수가 많아지도록 클러스터를 확장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고가용성을 위해 모든 사용 가능한 영역으로 노드를 분산합니다.

한 번에 확장하는 머신 수가 25~50개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주기적인 공급자 용량 제약 조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한 크기의 대체 인스턴스 유형
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각 영역에 새 머신 세트를 생성하는 것을 고려해 봅니다. 예를 들어 AWS
에서 m5.large 및 m5d.large를 사용합니다.

참고참고

클라우드 제공자는 API 서비스 할당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클러스터
를 스케일링하십시오.

머신 세트의 복제본이 한 번에 모두 더 높은 숫자로 설정되면 컨트롤러가 머신을 생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
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이 배포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요청 수는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컨트롤러는 상태를 사용하여 머신을 생성하고,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동안 더 많이 쿼
리하기 시작합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이 배포된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API 요청 제한이 있으
며 과도한 쿼리는 클라우드 플랫폼 제한으로 인한 머신 생성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드 수가 많아지도록 스케일링하는 경우 머신 상태 점검을 활성화하십시오. 실패가 발생하면 상태 점검
에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비정상 머신을 자동으로 복구합니다.

참고참고

대규모 및 밀도가 높은 클러스터의 노드 수를 줄이는 경우 이 프로세스가 종료할 노드에서
실행되는 개체의 드레이닝 또는 제거가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
니다. 또한 제거할 개체가 너무 많으면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기본 클라이언트 QPS 및 버스트 비율은 현재 5 및 10으로 각각 설정되어 있으며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3.2. 머신 세트 수정

머신 세트를 변경하려면 MachineSet YAML을 편집합니다. 다음으로 각 머신을 삭제하거나 복제본 수가 
0이 되도록 머신 세트를 축소하여 머신 세트와 연관된 모든 머신을 제거합니다. 복제본을 필요한 수로 다
시 조정합니다. 머신 세트를 변경해도 기존 머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변경을 수행하지 않고 머신 세트를 스케일링해야 하는 경우 머신을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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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기본적으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라우터 Pod는 작업자에게 배포됩니다. 라우터
는 웹 콘솔을 포함한 일부 클러스터 리소스에 액세스해야 하므로 먼저 라우터 Pod를 재배
치하지 않는 한 작업자 머신 세트를 0으로 스케일링하지 마십시오.

전제전제 조건조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 및 oc 명령행을 설치합니다.

cluster-admin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oc에 로그인합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1. 머신 세트를 편집합니다.

2. 머신 세트를 0으로 축소합니다.

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작은작은 정보정보

다음 YAML을 적용하여 머신 세트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머신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3. 필요에 따라 머신 세트를 확장합니다.

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작은작은 정보정보

$ oc edit machineset <machineset> -n openshift-machine-api

$ oc scale --replicas=0 machineset <machineset> -n openshift-machine-api

$ oc edit machineset <machineset> -n openshift-machine-api

apiVersion: machine.openshift.io/v1beta1
kind: MachineSet
metadata:
  name: <machineset>
  namespace: openshift-machine-api
spec:
  replicas: 0

$ oc scale --replicas=2 machineset <machineset> -n openshift-machine-api

$ oc edit machineset <machineset> -n openshift-machine-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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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작은 정보정보

다음 YAML을 적용하여 머신 세트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머신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새 머신에는 머신 세트에 대한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 머신 상태 점검 정보

머신 상태 점검에서는 특정 머신 풀의 비정상적인 머신을 자동으로 복구합니다.

머신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컨트롤러 구성을 정의할 리소스를 만듭니다. NotReady 상태를 5 분 동안
유지하거나 노드 문제 탐지기(node-problem-detector)에 영구적인 조건을 표시하는 등 검사할 조건과 모
니터링할 머신 세트의 레이블을 설정합니다.

참고참고

마스터 역할이 있는 머신에는 머신 상태 점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MachineHealthCheck 리소스를 관찰하는 컨트롤러에서 정의된 상태를 확인합니다. 머신이 상태 확인에
실패하면 머신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대체할 머신이 만들어집니다. 머신이 삭제되면 machine deleted 이
벤트가 표시됩니다.

머신 삭제로 인한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컨트롤러는 한 번에 하나의 노드 만 드레인하고 삭제합니다. 대상
머신 풀에서 허용된 maxUnhealthy 임계값 보다 많은 비정상적인 머신이 있는 경우 수동 개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복구가 중지됩니다.

참고참고

워크로드 및 요구 사항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시간 초과를 고려하십시오.

시간 제한이 길어지면 비정상 머신의 워크로드에 대한 다운타임이 길어질 수 있습
니다.

시간 초과가 너무 짧으면 수정 루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otReady 상
태를 확인하는 시간은 머신이 시작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검사를 중지하려면 리소스를 제거합니다.

3.3.1. 머신 상태 검사 배포 시 제한 사항

머신 상태 점검을 배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 세트가 소유한 머신만 머신 상태 검사를 통해 업데이트를 적용합니다.

apiVersion: machine.openshift.io/v1beta1
kind: MachineSet
metadata:
  name: <machineset>
  namespace: openshift-machine-api
spec:
  replica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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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플레인 시스템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비정상적인 경우 업데이트 적용되지 않습니다.

머신의 노드가 클러스터에서 제거되면 머신 상태 점검에서 이 머신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고 즉
시 업데이트를 적용합니다.

nodeStartupTimeout 후 시스템의 해당 노드가 클러스터에 참여하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적용됩
니다.

Machine 리소스 단계가 Failed하면 즉시 머신에 업데이트를 적용합니다.

3.4. MACHINEHEALTHCHECK 리소스 샘플

베어 메탈 이외의 모든 클라우드 기반 설치 유형에 대한 MachineHealthCheck 리소스는 다음 YAML 파
일과 유사합니다.

배포할 머신 상태 점검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확인할 머신 풀의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추적할 머신 세트를 <cluster_name>-<label>-<zone>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prod-node-
us-east-1a입니다.

노드 상태에 대한 시간 제한을 지정합니다. 시간 제한 기간 중 상태가 일치되면 머신이 수정됩니다.
시간 제한이 길어지면 비정상 머신의 워크로드에 대한 다운타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 풀에서 동시에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수를 지정합니다. 이는 백분율 또는 정수로 설정할 수 있
습니다. 비정상 머신의 수가 maxUnhealthy에서의 설정 제한을 초과하면 복구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머신 상태가 비정상으로 확인되기 전에 노드가 클러스터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 초과
기간을 지정합니다.

참고참고

apiVersion: machine.openshift.io/v1beta1
kind: MachineHealthCheck
metadata:
  name: example 1
  namespace: openshift-machine-api
spec:
  selector:
    matchLabels:
      machine.openshift.io/cluster-api-machine-role: <role> 2
      machine.openshift.io/cluster-api-machine-type: <role> 3
      machine.openshift.io/cluster-api-machineset: <cluster_name>-<label>-<zone> 4
  unhealthyConditions:
  - type:    "Ready"
    timeout: "300s" 5
    status: "False"
  - type:    "Ready"
    timeout: "300s" 6
    status: "Unknown"
  maxUnhealthy: "40%" 7
  nodeStartupTimeout: "10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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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matchLabels는 예제일 뿐입니다. 특정 요구에 따라 머신 그룹을 매핑해야 합니다.

3.4.1. 쇼트 서킷 (Short Circuit) 머신 상태 점검 및 수정

쇼트 서킷 (Short Circuit)은 클러스터가 정상일 경우에만 머신 상태 점검을 통해 머신을 조정합니다. 쇼트
서킷은 MachineHealthCheck 리소스의 maxUnhealthy 필드를 통해 구성됩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조정하기 전에 maxUnhealthy 필드 값을 정의하는 경우 MachineHealthCheck는 비
정상적으로 결정된 대상 풀 내의 maxUnhealthy 값과 비교합니다. 비정상 머신의 수가 maxUnhealthy 제
한을 초과하면 수정을 위한 업데이트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중요중요

maxUnhealthy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100%로 설정되고 클러스터 상태와 관계
없이 머신이 수정됩니다.

적절한 maxUnhealthy 값은 배포하는 클러스터의 규모와 MachineHealthCheck에서에서  다루는 시스템 수
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maxUnhealthy 값을 사용하여 여러 가용 영역에서 여러 머신 세트를 처리
할 수 있으므로 전체 영역을 손실하면 maxUnhealthy 설정이 클러스터 내에서 추가 수정을 방지 할 수 있
습니다.

maxUnhealthy 필드는 정수 또는 백분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maxUnhealthy 값에 따라 다양한 수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4.1.1. 절대절대 값을값을 사용하여사용하여 maxUnhealthy 설정설정

maxUnhealthy가 2로 설정된 경우

2개 이상의 노드가 비정상인 경우 수정을 위한 업데이트가 수행됩니다.

3개 이상의 노드가 비정상이면 수정을 위한 업데이트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값은 머신 상태 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머신 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3.4.1.2. 백분율을백분율을 사용하여사용하여 maxUnhealthy 설정설정

maxUnhealthy가 40%로 설정되어 있고 25 대의 시스템이 확인되고 있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0개 이상의 노드가 비정상인 경우 수정을 위한 업데이트가 수행됩니다.

11개 이상의 노드가 비정상인 경우 수정을 위한 업데이트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maxUnhealthy가 40%로 설정되어 있고 6 대의 시스템이 확인되고 있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2개 이상의 노드가 비정상인 경우 수정을 위한 업데이트가 수행됩니다.

3개 이상의 노드가 비정상이면 수정을 위한 업데이트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참고참고

maxUnhealthy 머신의 백분율이 정수가 아닌 경우 허용되는 머신 수가 반올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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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MACHINEHEALTHCHECK 리소스 만들기

클러스터의 모든 MachineSets에 대해 MachineHealthCheck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
인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MachineHealthCheck 리소스를 생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oc 명령행 인터페이스를 설치합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1. 머신 상태 점검 정의가 포함된 healthcheck.yml 파일을 생성합니다.

2. healthcheck.yml 파일을 클러스터에 적용합니다.

$ oc apply -f healthcheck.y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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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NODE TUNING OPERATOR 사용
Node Tuning Operator에 대해 알아보고, Node Tuning Operator를 사용하여 Tuned 데몬을 오케스트레이
션하고 노드 수준 튜닝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4.1. NODE TUNING OPERATOR 정보

Node Tuning Operator는 TuneD 데몬을 오케스트레이션하여 노드 수준 튜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대부분의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에는 일정 수준의 커널 튜닝이 필요합니다. Node Tuning Operator는 노
드 수준 sysctls 사용자에게 통합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지정되는 사용자 정
의 튜닝을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Operator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의 컨테이너화된 TuneD 데몬을 Kubernetes 데몬 세트로 관리
합니다.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모든 컨테이너화된 TuneD 데몬에 사용자 정의 튜닝 사양이 데몬이 이해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데몬은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노드당 하나씩 실행됩니다.

컨테이너화된 TuneD 데몬을 통해 적용되는 노드 수준 설정은 프로필 변경을 트리거하는 이벤트 시 또는
컨테이너화된 TuneD 데몬이 종료 신호를 수신하고 처리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될 때 롤백됩니다.

버전 4.1 이상에서는 Node Tuning Operator가 표준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설치에 포함되어 있습
니다.

4.2. NODE TUNING OPERATOR 사양 예에 액세스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Node Tuning Operator 사양 예에 액세스하십시오.

프로세스프로세스

1. 다음을 실행합니다.

기본 CR은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플랫폼의 표준 노드 수준 튜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Operator 관리 상태를 설정하는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Operator는 기본 CR에 대한 다른 모든 사
용자 정의 변경사항을 덮어씁니다. 사용자 정의 튜닝의 경우 고유한 Tuned CR을 생성합니다. 새로 생성된
CR은 노드 또는 Pod 라벨 및 프로필 우선 순위에 따라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노드에 적용된 기본
CR 및 사용자 정의 튜닝과 결합됩니다.

주의주의

특정 상황에서는 Pod 라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튜닝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편리한
방법일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권장되지 않으며 특히 대규모 클러스터에서는 이러
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Tuned CR은 Pod 라벨이 일치되지 않
은 상태로 제공됩니다. Pod 라벨이 일치된 상태로 사용자 정의 프로필이 생성되면 해
당 시점에 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Pod 레이블 기능은 Node Tuning Operator의 향
후 버전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3. 클러스터에 설정된 기본 프로필

$ oc get Tuned/default -o yaml -n openshift-cluster-node-tuning-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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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클러스터에 설정된 기본 프로필입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부터 모든 OpenShift TuneD 프로필이 TuneD 패키지와 함께 제공됩니
다. oc exec 명령을 사용하여 이러한 프로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4. TUNED 프로필이 적용되었는지 검증

클러스터 노드에 적용되는 TuneD 프로필을 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NAME: Profile 오브젝트의 이름입니다. 노드당 하나의 Profile 오브젝트가 있고 해당 이름이 일치
합니다.

TUNED: 적용할 TuneD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APPLIED: TuneD 데몬이 원하는 프로필을 적용한 경우 True입니다. (True/False/Unknown).

DEGRADED: TuneD 프로파일 적용 중에 오류가 보고된 경우 ( True/False/Unknown).
     

      AGE: Profile 개체개체 생성생성 이후이후 경과경과 시간입니다시간입니다.
     

apiVersion: tuned.openshift.io/v1
kind: Tuned
metadata:
  name: default
  namespace: openshift-cluster-node-tuning-operator
spec:
  recommend:
  - profile: "openshift-control-plane"
    priority: 30
    match:
    - label: "node-role.kubernetes.io/master"
    - label: "node-role.kubernetes.io/infra"

  - profile: "openshift-node"
    priority: 40

$ oc exec $tuned_pod -n openshift-cluster-node-tuning-operator -- find /usr/lib/tuned/openshift{,-
control-plane,-node} -name tuned.conf -exec grep -H ^ {} \;

$ oc get profile -n openshift-cluster-node-tuning-operator

NAME             TUNED                     APPLIED   DEGRADED   AGE
master-0         openshift-control-plane   True      False      6h33m
master-1         openshift-control-plane   True      False      6h33m
master-2         openshift-control-plane   True      False      6h33m
worker-a         openshift-node            True      False      6h28m
worker-b         openshift-node            True      False      6h2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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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튜닝튜닝 사양사양

    Operator의의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에는에는 두두 가지가지 주요주요 섹션이섹션이 있습니다있습니다. 첫첫 번째번째 섹션인섹션인 profile:은은 
TuneD 프로필프로필 및및 해당해당 이름의이름의 목록입니다목록입니다. 두두 번째인번째인 recommend:은은 프로필프로필 선택선택 논리를논리를 정의합니다정의합니다.
   

    여러여러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튜닝튜닝 사양은사양은 Operator의의 네임스페이스에네임스페이스에 여러여러 CR로로 존재할존재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새로운새로운 CR
의의 존재존재 또는또는 오래된오래된 CR의의 삭제는삭제는 Operator에서에서 탐지됩니다탐지됩니다. 기존의기존의 모든모든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튜닝튜닝 사양이사양이 병합병합
되고되고 컨테이너화된컨테이너화된 TuneD 데몬의데몬의 해당해당 오브젝트가오브젝트가 업데이트됩니다업데이트됩니다.
   

    관리관리 상태상태
   

    Operator 관리관리 상태는상태는 기본기본 Tuned CR을을 조정하여조정하여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Operator는는 Managed 상상
태이며태이며 기본기본 Tuned CR에는에는 spec.managementState 필드가필드가 없습니다없습니다. Operator 관리관리 상태에상태에 유효한유효한 값값
은은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Managed: 구성구성 리소스가리소스가 업데이트되면업데이트되면 Operator가가 해당해당 피연산자를피연산자를 업데이트합니다업데이트합니다.
     

      Unmanaged: Operator가가 구성구성 리소스에리소스에 대한대한 변경을변경을 무시합니다무시합니다.
     

      Removed: Operator가가 프로비저닝한프로비저닝한 해당해당 피연산자피연산자 및및 리소스를리소스를 Operator가가 제거합니다제거합니다.
     

    프로필프로필 데이터데이터

   

    profile: 섹션에는섹션에는 TuneD 프로필프로필 및및 해당해당 이름이이름이 나열됩니다나열됩니다.
   

profile:
- name: tuned_profile_1
  data: |
    # TuneD profile specification
    [main]
    summary=Description of tuned_profile_1 profile

    [sysctl]
    net.ipv4.ip_forward=1
    # ... other sysctl's or other TuneD daemon plugins supported by the containerized Tun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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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권장 프로필프로필

   

    profile: 선택선택 논리는논리는 CR의의 recommend: 섹션에섹션에 의해의해 정의됩니다정의됩니다. recommend: 섹션은섹션은 선택선택 기준에기준에 
따라따라 프로필을프로필을 권장하는권장하는 항목의항목의 목록입니다목록입니다.
   

    목록의목록의 개별개별 항목은항목은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선택선택 사항입니다사항입니다.
     

 

      키키/값값 MachineConfig 라벨라벨 사전입니다사전입니다. 키는키는 고유해야고유해야 합니다합니다.
     

 

      생략하면생략하면 우선우선 순위가순위가 높은높은 프로필이프로필이 먼저먼저 일치되거나일치되거나 machineConfigLabels가가 설정되어설정되어 있지있지 
않으면않으면 프로필이프로필이 일치하는일치하는 것으로것으로 가정합니다가정합니다.
     

 

- name: tuned_profile_n
  data: |
    # TuneD profile specification
    [main]
    summary=Description of tuned_profile_n profile

    # tuned_profile_n profile settings

recommend:
<recommend-item-1>
# ...
<recommend-item-n>

- machineConfigLabels: 1
    <mcLabels> 2
  match: 3
    <match> 4
  priority: <priority> 5
  profile: <tuned_profile_name> 6
  operand: 7
    debug: <boo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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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사항선택사항 목록입니다목록입니다.
     

 

      프로필프로필 순서순서 지정지정 우선우선 순위입니다순위입니다. 숫자가숫자가 작을수록작을수록 우선우선 순위가순위가 높습니다높습니다(0이이 가장가장 높은높은 우선우선 
순위임순위임).
     

 

      일치에일치에 적용할적용할 TuneD 프로필입니다프로필입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tuned_profile_1이이 있습니다있습니다.
     

 

      선택적선택적 피연산자피연산자 구성입니다구성입니다.
     

 

      TuneD 데몬의데몬의 디버깅을디버깅을 켜거나켜거나 끕니다끕니다. off의의 경우경우 on 또는또는 false 의의 경우경우 옵션이옵션이 true 입니다입니다. 기기
본값은본값은 false입니다입니다.
     

    <match>는는 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 재귀적으로재귀적으로 정의되는정의되는 선택사항선택사항 목록입니다목록입니다.
   

 

      노드노드 또는또는 Pod 라벨라벨 이름입니다이름입니다.
     

 

      선택사항선택사항 노드노드 또는또는 Pod 라벨라벨 값입니다값입니다. 생략하면생략하면 <label_name>이이 있기있기 때문에때문에 일치일치 조건을조건을 충충
족합니다족합니다.
     

 

      선택사항선택사항 오브젝트오브젝트 유형유형(node 또는또는 pod)입니다입니다. 생략하면생략하면 node라고라고 가정합니다가정합니다.
     

 

      선택사항선택사항 <match> 목록입니다목록입니다.
     

- label: <label_name> 1
  value: <label_value> 2
  type: <label_type> 3
    <matc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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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를를 생략하지생략하지 않으면않으면 모든모든 중첩중첩 <match> 섹션도섹션도 true로로 평가되어야평가되어야 합니다합니다. 생략하면생략하면 false로로 
가정하고가정하고 해당해당 <match> 섹션이섹션이 있는있는 프로필을프로필을 적용하지적용하지 않거나않거나 권장하지권장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따라서따라서 중첩중첩(하위하위  
<match> 섹션섹션)은은 논리논리 AND 연산자연산자 역할을역할을 합니다합니다. 반대로반대로 <match> 목록의목록의 항목이항목이 일치하면일치하면 전체전체 
<match> 목록이목록이 true로로 평가됩니다평가됩니다. 따라서따라서 이이 목록이목록이 논리논리 OR 연산자연산자 역할을역할을 합니다합니다.
   

    machineConfigLabels가가 정의되면정의되면 지정된지정된 recommend: 목록목록 항목에항목에 대해대해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풀 기반기반 일치가일치가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mcLabels>는는 머신머신 구성의구성의 라벨을라벨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머신머신 구성은구성은 <tuned_profile_name> 프로프로
필에필에 대해대해 커널커널 부팅부팅 매개변수와매개변수와 같은같은 호스트호스트 설정을설정을 적용하기적용하기 위해위해 자동으로자동으로 생성됩니다생성됩니다. 여기에는여기에는 
<mcLabels>와와 일치하는일치하는 머신머신 구성구성 선택기가선택기가 있는있는 모든모든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을풀을 찾고찾고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이풀이 할당된할당된 모든모든 
노드에서노드에서 <tuned_profile_name> 프로필을프로필을 설정하는설정하는 작업이작업이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마스터마스터 및및 작업자작업자 역할이역할이 모두모두 
있는있는 노드를노드를 대상으로대상으로 하려면하려면 마스터마스터 역할을역할을 사용해야사용해야 합니다합니다.
   

    목록목록 항목항목 match 및및 machineConfigLabels는는 논리논리 OR 연산자로연산자로 연결됩니다연결됩니다. match 항목은항목은 단락단락 방방
식으로식으로 먼저먼저 평가됩니다평가됩니다. 따라서따라서 true로로 평가되면평가되면 machineConfigLabels 항목이항목이 고려되지고려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중요중요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풀 기반기반 일치를일치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동일한동일한 하드웨어하드웨어 구성을구성을 가진가진 노드를노드를 동일한동일한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로풀로 그룹화하는그룹화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이이 방법을방법을 따르지따르지 않으면않으면 TuneD 피연산자가피연산자가 동동
일한일한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을풀을 공유하는공유하는 두두 개개 이상의이상의 노드에노드에 대해대해 충돌하는충돌하는 커널커널 매개변수를매개변수를 계산할계산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예예: 노드노드 또는또는 Pod 라벨라벨 기반기반 일치일치

     

    

- match:
  - label: tuned.openshift.io/elasticsearch
    match:
    - label: node-role.kubernetes.io/master
    - label: node-role.kubernetes.io/infra
    type: pod
  priority: 10
  profile: openshift-control-plane-es
- match:
  - label: node-role.kubernetes.io/master
  - label: node-role.kubernetes.io/infra
  priority: 20
  profile: openshift-control-plane
- priority: 30
  profile: openshift-node

4장장. NODE TUNING OPERATOR 사용사용

49



    위의위의 CR은은 컨테이너화된컨테이너화된 TuneD 데몬의데몬의 프로필프로필 우선우선 순위에순위에 따라따라 recommended.conf 파일로파일로 변환됩변환됩

니다니다. 우선우선 순위가순위가 가장가장 높은높은 프로필프로필(10)이이 openshift-control-plane-es이므로이므로 이이 프로필을프로필을 첫첫 번째로번째로 고고
려합니다려합니다. 지정된지정된 노드에서노드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컨테이너화된컨테이너화된 TuneD 데몬은데몬은 tuned.openshift.io/elasticsearch 라라
벨이벨이 설정된설정된 동일한동일한 노드에서노드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Pod가가 있는지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없는없는 경우경우 전체전체 <match> 섹션이섹션이 
false로로 평가됩니다평가됩니다. 라벨이라벨이 있는있는 Pod가가 있는있는 경우경우 <match> 섹션을섹션을 true로로 평가하려면평가하려면 노드노드 라벨도라벨도 
node-role.kubernetes.io/master 또는또는 node-role.kubernetes.io/infra여야여야 합니다합니다.
   

    우선우선 순위가순위가 10인인 프로필의프로필의 라벨이라벨이 일치하면일치하면 openshift-control-plane-es 프로필이프로필이 적용되고적용되고 다른다른 프프
로필은로필은 고려되지고려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노드노드/Pod 라벨라벨 조합이조합이 일치하지일치하지 않으면않으면 두두 번째로번째로 높은높은 우선우선 순위순위 프로필프로필

(openshift-control-plane)이이 고려됩니다고려됩니다. 컨테이너화된컨테이너화된 TuneD Pod가가 node-
role.kubernetes.io/master 또는또는 node-role.kubernetes.io/infra. 라벨이라벨이 있는있는 노드에서노드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경우경우 
이이 프로필이프로필이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 openshift-node 프로필은프로필은 우선우선 순위가순위가 가장가장 낮은낮은 30입니다입니다. 이이 프로필에는프로필에는 <match> 섹션섹션
이이 없으므로없으므로 항상항상 일치합니다일치합니다. 지정된지정된 노드에서노드에서 우선우선 순위가순위가 더더 높은높은 다른다른 프로필이프로필이 일치하지일치하지 않는않는 경우경우 
openshift-node 프로필을프로필을 설정하는설정하는 데데 catch-all 프로필프로필 역할을역할을 합니다합니다.
   

예예: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풀 기반기반 일치일치

     

apiVersion: tuned.openshift.io/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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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노드 재부팅을재부팅을 최소화하려면최소화하려면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의풀의 노드노드 선택기와선택기와 일치하는일치하는 라벨로라벨로 대상대상 노드에노드에 라벨을라벨을 지정지정
한한 후후 위의위의 Tuned CR을을 생성하고생성하고 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을풀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4.6.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튜닝튜닝 예예

    기본기본 CR에서에서 TuneD 프로파일프로파일 사용사용
   

    다음다음 CR에서는에서는 tuned.openshift.io/ingress-node-label 레이블이레이블이 임의의임의의 값으로값으로 설정된설정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노드에노드에 대해대해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노드노드 수준수준 튜닝을튜닝을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예예: openshift-control-plane TuneD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한사용한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튜닝튜닝

     

kind: Tuned
metadata:
  name: openshift-node-custom
  namespace: openshift-cluster-node-tuning-operator
spec:
  profile:
  - data: |
      [main]
      summary=Custom OpenShift node profile with an additional kernel parameter
      include=openshift-node
      [bootloader]
      cmdline_openshift_node_custom=+skew_tick=1
    name: openshift-node-custom

  recommend:
  - machineConfigLabels: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worker-custom"
    priority: 20
    profile: openshift-node-custom

apiVersion: tuned.openshift.io/v1
kind: Tuned
metadata:
  name: ingress
  namespace: openshift-cluster-node-tuning-operator
spec:
  profile:
  - data: |
      [main]
      summary=A custom OpenShift ingress profile
      include=openshift-control-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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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중요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프로필프로필 작성자는작성자는 기본기본 TuneD CR에에 제공된제공된 기본기본 Tuned 데몬데몬 프로필을프로필을 포포
함하는함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위의위의 예에서는예에서는 기본기본 openshift-control-plane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작업을작업을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내장된내장된 TuneD 프로필프로필 사용사용
   

    NTO 관리관리 데몬데몬 세트가세트가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롤아웃되면롤아웃되면 TuneD 피연산자는피연산자는 모두모두 동일한동일한 버전의버전의 TuneD 데몬을데몬을 
관리합니다관리합니다. 데몬에서데몬에서 지원하는지원하는 기본기본 제공제공 TuneD 프로필을프로필을 나열하려면나열하려면 다음다음 방식으로방식으로 TuneD Pod를를 쿼쿼
리합니다리합니다.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튜닝튜닝 사양에서사양에서 이이 명령으로명령으로 검색한검색한 프로필프로필 이름을이름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예예: 기본기본 제공제공 hpc-compute TuneD 프로필프로필 사용사용

     

      [sysctl]
      net.ipv4.ip_local_port_range="1024 65535"
      net.ipv4.tcp_tw_reuse=1
    name: openshift-ingress
  recommend:
  - match:
    - label: tuned.openshift.io/ingress-node-label
    priority: 10
    profile: openshift-ingress

$ oc exec $tuned_pod -n openshift-cluster-node-tuning-operator -- find /usr/lib/tuned/ -name 
tuned.conf -printf '%h\n' | sed 's|^.*/||'

apiVersion: tuned.openshift.io/v1
kind: Tuned
metadata:
  name: openshift-node-hpc-compute
  namespace: openshift-cluster-node-tuning-operator
spec:
  profile:
  - data: |
      [main]
      summary=Custom OpenShift node profile for HPC compute workloads
      include=openshift-node,hpc-com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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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기본 제공제공 hpc-compute 프로필프로필 외에도외에도 위의위의 예제에는예제에는 기본기본 Tuned CR 내에내에 제공된제공된 openshift-node 
TuneD 데몬데몬 프로필이프로필이 포함되어포함되어 컴퓨팅컴퓨팅 노드에노드에 OpenShift별별 튜닝을튜닝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4.7. 지원되는지원되는 TUNED 데몬데몬 플러그인플러그인

    Tuned CR의의 profile: 섹션에섹션에 정의된정의된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main] 섹션을섹션을 제외한제외한 다음다음 
TuneD 플러그인이플러그인이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audio
     

      cpu
     

      disk
     

      eeepc_she
     

      modules
     

      mounts
     

      net
     

      scheduler
     

    name: openshift-node-hpc-compute

  recommend:
  - match:
    - label: tuned.openshift.io/openshift-node-hpc-compute
    priority: 20
    profile: openshift-node-hpc-compute

4장장. NODE TUNING OPERATOR 사용사용

53



      scsi_host
     

      selinux
     

      sysctl
     

      sysfs
     

      usb
     

      video
     

      vm
     

    일부일부 플러그인에서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동적동적 튜닝튜닝 기능은기능은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다음다음 TuneD 플러그인은플러그인은 현재현재 지원지원
되지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ootloader
     

      script
     

      systemd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TuneD 플러그인플러그인 및및 TuneD 시작하기시작하기 를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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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장. CLUSTER LOADER 사용사용

   Cluster Loader는는 많은많은 수의수의 다양한다양한 오브젝트를오브젝트를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배포하여배포하여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클러스터클러스터 오브젝트오브젝트

를를 생성하는생성하는 툴입니다툴입니다. Cluster Loader를를 빌드하고빌드하고, 구성하고구성하고, 실행하여실행하여 다양한다양한 클러스터클러스터 상태에서상태에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배포의배포의 성능성능 지표를지표를 측정하십시오측정하십시오.
  

중요중요

    클러스터클러스터 로더는로더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향후향후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제거됩니다제거됩니다.
   

5.1. CLUSTER LOADER 설치설치

프로세스프로세스

1.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를이미지를 가져오려면가져오려면 다음을다음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5.2. CLUSTER LOADER 실행실행

전제전제 조건조건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인증하라는인증하라는 메시지를메시지를 표시합니다표시합니다.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자격자격 증명을증명을 사용하면사용하면 공개적공개적

으로으로 제공되지제공되지 않는않는 이미지에이미지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설치의설치의 기존기존 인증인증 자격자격 증명을증명을 사용하십시사용하십시

오오.
     

프로세스프로세스

1. 
      다섯다섯 개의개의 템플릿템플릿 빌드를빌드를 배포하고배포하고 완료될완료될 때까지때까지 대기하는대기하는 내장내장 테스트테스트 구성을구성을 사용하여사용하여 
Cluster Loader를를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또는또는 VIPERCONFIG 환경환경 변수를변수를 설정하여설정하여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구성으로구성으로 Cluster Loader를를 실행합실행합

니다니다.
     

$ podman pull quay.io/openshift/origin-tests:4.9

$ podman run -v ${LOCAL_KUBECONFIG}:/root/.kube/config:z -i \
quay.io/openshift/origin-tests:4.9 /bin/bash -c 'export KUBECONFIG=/root/.kube/config 
&& \
openshift-tests run-test "[sig-scalability][Feature:Performance] Load cluster \
should populate the cluster [Slow][Serial] [Suite:open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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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예에서는예에서는 ${LOCAL_KUBECONFIG}가가 로컬로컬 파일파일 시스템의시스템의 kubeconfig 경로를경로를 참조합니참조합니

다다. test.yaml 구성구성 파일이파일이 있는있는 컨테이너에컨테이너에 마운트되는마운트되는 ${LOCAL_CONFIG_FILE_PATH} 디렉디렉
터리도터리도 있습니다있습니다. test.yaml이이 외부외부 템플릿템플릿 파일파일 또는또는 podspec 파일을파일을 참조하는참조하는 경우경우 해당해당 파일파일
도도 컨테이너에컨테이너에 마운트되어야마운트되어야 합니다합니다.
     

5.3. CLUSTER LOADER 구성구성

    이이 툴에서는툴에서는 여러여러 템플릿템플릿 또는또는 Pod를를 포함하는포함하는 여러여러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프로젝트프로젝트)를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5.3.1. Cluster Loader 구성구성 파일파일 예예

     Cluster Loader 구성구성 파일은파일은 기본기본 YAML 파일입니다파일입니다.
    

$ podman run -v ${LOCAL_KUBECONFIG}:/root/.kube/config:z \
-v ${LOCAL_CONFIG_FILE_PATH}:/root/configs/:z \
-i quay.io/openshift/origin-tests:4.9 \
/bin/bash -c 'KUBECONFIG=/root/.kube/config VIPERCONFIG=/root/configs/test.yaml \
openshift-tests run-test "[sig-scalability][Feature:Performance] Load cluster \
should populate the cluster [Slow][Serial] [Suite:openshift]"'

provider: local 1
ClusterLoader:
  cleanup: true
  projects:
    - num: 1
      basename: clusterloader-cakephp-mysql
      tuning: default
      ifexists: reuse
      templates:
        - num: 1
          file: cakephp-mysql.json

    - num: 1
      basename: clusterloader-dancer-mysql
      tuning: default
      ifexists: reuse
      templates:
        - num: 1
          file: dancer-mysql.json

    - num: 1
      basename: clusterloader-django-postgresql
      tuning: default
      ifexists: reuse
      templates:
        - num: 1
          file: django-postgresql.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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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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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엔드엔드 투투 엔드엔드 테스트에테스트에 대한대한 선택적선택적 설정입니다설정입니다. 추가추가 로그로그 메시지가메시지가 생성되지생성되지 않도록않도록 하려면하려면 
local로로 설정하십시오설정하십시오.
      

 

       튜닝튜닝 세트를세트를 사용하면사용하면 속도속도 제한제한 및및 스테핑이스테핑이 허용되므로허용되므로 세트세트 간에간에 정지하는정지하는 동안동안 Pod에에 대한대한 
여러여러 일괄일괄 처리를처리를 생성할생성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Cluster Loader에서는에서는 이전이전 단계가단계가 완료되는지를완료되는지를 모니터링모니터링

한한 후후 작업을작업을 계속합니다계속합니다.
      

 

       스테핑은스테핑은 N개의개의 오브젝트가오브젝트가 생성될생성될 때마다때마다 M초초 동안동안 정지하는정지하는 것입니다것입니다.
      

 

       속도속도 제한은제한은 오브젝트오브젝트 생성생성 간에간에 M밀리초밀리초 동안동안 대기하는대기하는 것입니다것입니다.
      

     이이 예에서는예에서는 외부외부 템플릿템플릿 파일파일 또는또는 Pod 사양사양 파일에파일에 대한대한 참조도참조도 컨테이너에컨테이너에 마운트되었다고마운트되었다고 가정합가정합

니다니다.
    

중요중요

    - num: 1
      basename: clusterloader-nodejs-mongodb
      tuning: default
      ifexists: reuse
      templates:
        - num: 1
          file: quickstarts/nodejs-mongodb.json

    - num: 1
      basename: clusterloader-rails-postgresql
      tuning: default
      templates:
        - num: 1
          file: rails-postgresql.json

  tuningsets: 2
    - name: default
      pods:
        stepping: 3
          stepsize: 5
          pause: 0 s
        rate_limit: 4
          delay: 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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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중요

      Microsoft Azure에서에서 Cluster Loader를를 실행하는실행하는 경우경우 AZURE_AUTH_LOCATION 
변수를변수를 설치설치 프로그램프로그램 디렉터리에디렉터리에 있는있는 terraform.azure.auto.tfvars.json 출력이출력이 포함된포함된 
파일로파일로 설정해야설정해야 합니다합니다.
     

5.3.2. 구성구성 필드필드

표표 5.1. 최상위최상위 수준수준 Cluster Loader 필드필드

필드필드 설명설명

cleanup true 또는 false로 설정합니다. 구성당 정의가 하나입
니다. true로 설정되면 테스트 종료 시 cleanup이
Cluster Loader에서 생성한 모든 네임스페이스(프로젝
트)를 삭제합니다.

projects 정의가 하나 이상인 하위 오브젝트입니다. projects 아
래에는 생성할 각 네임스페이스가 정의되며 
projects에는 여러 개의 필수 부제목이 있습니다.

tuningsets 구성당 정의가 하나인 하위 오브젝트입니다. 
tuningsets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튜닝 세트를 정의하
여 구성 가능한 타이밍을 프로젝트 또는 오브젝트 생성
(Pod, 템플릿 등)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sync 구성당 정의가 하나인 선택적 하위 오브젝트입니다. 오
브젝트 생성 중 동기화 가능성을 추가합니다.

표표 5.2. projects 아래아래 필드필드

필드필드 설명설명

num 정수입니다. 생성할 프로젝트 수에 대한 하나의 정의입
니다.

basename 문자열입니다. 프로젝트의 기본 이름에 대한 하나의 정
의입니다. 충돌을 방지하도록 동일한 네임스페이스 수
가 Basename에 추가됩니다.

tuning 문자열입니다. 오브젝트에 적용할 튜닝 세트에 대한 하
나의 정의로, 이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배포합니다.

ifexists reuse 또는 delete가 포함된 문자열입니다. 실행 중에
생성되는 프로젝트 또는 네임스페이스와 이름이 동일
한 프로젝트 또는 네임스페이스를 찾는 경우 툴에서 수
행할 작업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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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maps 키-값 쌍 목록입니다. 키는 구성 맵 이름이고 값은 구성
맵을 생성하는 파일의 경로입니다.

secrets 키-값 쌍 목록입니다. 키는 보안 이름이고 값은 보안을
생성하는 파일의 경로입니다.

pods 배포할 Pod 정의가 하나 이상인 하위 오브젝트입니다.

templates 배포할 템플릿 정의가 하나 이상인 하위 오브젝트입니
다.

필드필드 설명설명

표표 5.3. pods 및및 templates 아래아래 필드필드

필드필드 설명설명

num 정수입니다. 배포할 Pod 또는 템플릿 수입니다.

image 문자열입니다. docker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리포지
토리에 대한 docker 이미지 URL입니다.

basename 문자열입니다. 생성할 템플릿(또는 Pod)의 기본 이름
에 대한 하나의 정의입니다.

file 문자열입니다. 생성할 Pod 사양 또는 템플릿이 있는 로
컬 파일에 대한 경로입니다.

parameters 키-값 쌍입니다. parameters 아래에서는 Pod 또는 템
플릿에서 재정의할 값 목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표 5.4. tuningsets 아래아래 필드필드

필드필드 설명설명

name 문자열입니다. 프로젝트에서 튜닝을 정의할 때 지정된
이름과 일치하는 튜닝 세트의 이름입니다.

pods Pod에 적용할 tuningsets를 식별하는 하위 오브젝트
입니다.

templates 템플릿에 적용할 tuningsets를 식별하는 하위 오브젝
트입니다.

표표 5.5. tuningsets pods 또는또는 tuningsets templates 아래아래 필드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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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필드 설명설명

stepping 하위 오브젝트입니다. 단계 생성 패턴으로 오브젝트를
생성하려는 경우 사용되는 스테핑 구성입니다.

rate_limit 하위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생성 속도를 제한하는
속도 제한 튜닝 세트 구성입니다.

표표 5.6. tuningsets pods 또는또는 tuningsets templates, stepping 아래아래 필드필드

필드필드 설명설명

stepsize 정수입니다. 오브젝트 생성을 정지하기 전 생성할 오브
젝트 수입니다.

pause 정수입니다. stepsize에 정의된 오브젝트 수를 생성한
후 정지하는 시간(초)입니다.

timeout 정수입니다. 오브젝트 생성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실
패 전 대기하는 시간(초)입니다.

delay 정수입니다. 생성 요청 간에 대기하는 시간(밀리초)입
니다.

표표 5.7. sync 아래아래 필드필드

필드필드 설명설명

server enabled 및 port 필드가 있는 하위 오브젝트입니다.
부울 enabled는 Pod 동기화를 위해 HTTP 서버를 시
작할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정수 port는 청취할 HTTP
서버 포트(기본적으로 9090)를 정의합니다.

running 부울입니다. selectors와 일치하는 레이블이 있는
Pod가 Running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succeeded 부울입니다. selectors와 일치하는 레이블이 있는
Pod가 Completed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selectors Running 또는 Completed 상태의 Pod와 일치하는
선택기 목록입니다.

timeout 문자열입니다. Pod가 Running 또는 Completed 상
태가 될 때까지 대기할 동기화 시간 제한 기간입니다.
값이 0이 아닌 경우 [ns|us|ms|s|m|h] 단위를 사용하십
시오.

5.4. 알려진알려진 문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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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없이구성없이 Cluster Loader를를 호출하는호출하는 경우경우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BZ#1761925)
     

      IDENTIFIER 매개변수가매개변수가 사용자사용자 템플릿에템플릿에 정의되어정의되어 있지있지 않으면않으면 템플릿템플릿 생성에생성에 실패하고실패하고 
error: unknown parameter name "IDENTIFIER"가가 표시됩니다표시됩니다. 템플릿을템플릿을 배포하는배포하는 경우경우 다음다음
과과 같이같이 이이 매개변수를매개변수를 템플릿에템플릿에 추가하여추가하여 오류를오류를 방지하십시오방지하십시오.
     

      Pod를를 배포하는배포하는 경우경우 매개변수를매개변수를 추가할추가할 필요가필요가 없습니다없습니다.
     

{
  "name": "IDENTIFIER",
  "description": "Number to append to the name of resources",
  "valu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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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장. CPU 관리자관리자 및및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관리자 사용사용

   CPU 관리자는관리자는 CPU 그룹을그룹을 관리하고관리하고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특정특정 CPU로로 제한합니다제한합니다.
  

   CPU 관리자는관리자는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속성속성 중중 일부가일부가 포함된포함된 워크로드에워크로드에 유용합니다유용합니다.
  

     가능한가능한 한한 많은많은 CPU 시간이시간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프로세서프로세서 캐시캐시 누락에누락에 민감합니다민감합니다.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짧은짧은 네트워크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입니다애플리케이션입니다.
    

     다른다른 프로세스와프로세스와 조정하고조정하고 단일단일 프로세서프로세서 캐시캐시 공유를공유를 통해통해 얻는얻는 이점이이점이 있습니다있습니다.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는관리자는 동일한동일한 NUMA(Non-Uniform Memory Access) 노드의노드의 모든모든 QoS(Quality of 
Service) 클래스에클래스에 대해대해 CPU 관리자관리자, 장치장치 관리자관리자, 기타기타 힌트힌트 공급자로부터공급자로부터 힌트를힌트를 수집하여수집하여 CPU, SR-
IOV VF, 기타기타 장치장치 리소스리소스 등의등의 Pod 리소스를리소스를 정렬합니다정렬합니다.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는관리자는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관리자 정책정책 및및 요청된요청된 Pod 리소스를리소스를 기반으로기반으로 수집된수집된 팁의팁의 토폴로지토폴로지 정보정보
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노드에서노드에서 Pod를를 수락하거나수락하거나 거부할거부할 수수 있는지있는지 결정합니다결정합니다.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는관리자는 하드웨어하드웨어 가속기를가속기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중요한중요한 실행과실행과 처리량이처리량이 높은높은 병렬병렬 계산을계산을 
지원하는지원하는 워크로드에워크로드에 유용합니다유용합니다.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를관리자를 사용하려면사용하려면 정적정적 정책을정책을 사용하여사용하여 CPU 관리자를관리자를 구성해야구성해야 합니다합니다.
  

6.1. CPU 관리자관리자 설정설정

프로세스프로세스

1. 
      선택사항선택사항: 노드에노드에 레이블을레이블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 oc label node perf-node.example.com cpumanage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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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PU 관리자를관리자를 활성화해야활성화해야 하는하는 노드의노드의 MachineConfigPool을을 편집합니다편집합니다. 이이 예에서는예에서는 모모
든든 작업자의작업자의 CPU 관리자가관리자가 활성화됩니다활성화됩니다.
     

3. 
      작업자작업자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에풀에 레이블을레이블을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4. 
      KubeletConfig, cpumanager-kubeletconfig.yaml,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이전이전 단계에서단계에서 생성한생성한 레이블을레이블을 참조하여참조하여 올바른올바른 노드가노드가 새새 kubelet 구성으로구성으로 업데이트되도록업데이트되도록 합합
니다니다. machineConfigPoolSelector 섹션을섹션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정책을정책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none. 이이 정책은정책은 기존기존 기본기본 CPU 선호도선호도 체계를체계를 명시적으로명시적으로 활성화하여활성화하여 스케줄러스케줄러

가가 자동으로자동으로 수행하는수행하는 것것 이상으로이상으로 선호도를선호도를 제공하지제공하지 않도록않도록 합니다합니다. 이는이는 기본기본 정책입정책입

니다니다.
         

          static. 이이 정책을정책을 사용하면사용하면 정수정수 CPU 요청이요청이 있는있는 보장된보장된 Pod의의 컨테이너를컨테이너를 사사
용할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또한또한 노드의노드의 전용전용 CPU에에 대한대한 액세스액세스 권한을권한을 제한합니다제한합니다. 정정 적인적인 경경
우우 소문자소문자 s 를를 사용해야사용해야 합니다합니다.
         

 

# oc edit machineconfigpool worker

metadata:
  creationTimestamp: 2020-xx-xxx
  generation: 3
  labels:
    custom-kubelet: cpumanager-enabled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KubeletConfig
metadata:
  name: cpumanager-enabled
spec:
  machineConfigPoolSelector:
    matchLabels:
      custom-kubelet: cpumanager-enabled
  kubeletConfig:
     cpuManagerPolicy: static 1
     cpuManagerReconcilePeriod: 5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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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사항입니다선택사항입니다. CPU 관리자관리자 조정조정 빈도를빈도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기본값은기본값은 5s입니다입니다.
       

5. 
      동적동적 kubelet 구성을구성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그러면그러면 kubelet 구성에구성에 CPU 관리자관리자 기능이기능이 추가되고추가되고 필요한필요한 경우경우 MCO(Machine Config 
Operator)가가 노드를노드를 재부팅합니다재부팅합니다. CPU 관리자를관리자를 활성화하는활성화하는 데는데는 재부팅이재부팅이 필요하지필요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6. 
      병합된병합된 kubelet 구성을구성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7. 
      작업자에서작업자에서 업데이트된업데이트된 kubelet.conf를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 oc create -f cpumanager-kubeletconfig.yaml

# oc get machineconfig 99-worker-XXXXXX-XXXXX-XXXX-XXXXX-kubelet -o json | 
grep ownerReference -A7

       "ownerReferences": [
            {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KubeletConfig",
                "name": "cpumanager-enabled",
                "uid": "7ed5616d-6b72-11e9-aae1-021e1ce18878"
            }
        ]

# oc debug node/perf-node.example.com
sh-4.2# cat /host/etc/kubernetes/kubelet.conf | grep cpuManager

cpuManagerPolicy: static        1
cpuManagerReconcilePeriod: 5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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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ManagerPolicy 는는 KubeletConfig CR을을 생성할생성할 때때 정의됩니다정의됩니다.
       

 

        cpuManagerReconcilePeriod 는는 KubeletConfig CR을을 생성할생성할 때때 정의됩니다정의됩니다.
       

8. 
      코어를코어를 하나하나 이상이상 요청하는요청하는 Pod를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제한제한 및및 요청요청 둘둘 다다 해당해당 CPU 값이값이 정수로정수로 설설
정되어야정되어야 합니다합니다. 해당해당 숫자는숫자는 이이 Pod 전용으로전용으로 사용할사용할 코어코어 수입니다수입니다.
     

출력출력 예예

       

      

9. 
      Pod를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10. 

# cat cpumanager-pod.yaml

apiVersion: v1
kind: Pod
metadata:
  generateName: cpumanager-
spec:
  containers:
  - name: cpumanager
    image: gcr.io/google_containers/pause-amd64:3.0
    resources:
      requests:
        cpu: 1
        memory: "1G"
      limits:
        cpu: 1
        memory: "1G"
  nodeSelector:
    cpumanager: "true"

# oc create -f cpumanager-pod.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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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레이블레이블 지정한지정한 노드에노드에 Pod가가 예약되어예약되어 있는지있는지 검증합니다검증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11. 
      cgroups가가 올바르게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설정되었는지 검증합니다검증합니다. pause 프로세스의프로세스의 PID(프로세스프로세스 ID)를를 가져가져
옵니다옵니다.
     

      QoS(Quality of Service) 계층계층 Guaranteed의의 Pod는는 kubepods.slice에에 있습니다있습니다. 다른다른 
QoS 계층의계층의 Pod는는 kubepods의의 하위하위 cgroups에에 있습니다있습니다.
     

출력출력 예예

# oc describe pod cpumanager

Name:               cpumanager-6cqz7
Namespace:          default
Priority:           0
PriorityClassName:  <none>
Node:  perf-node.example.com/xxx.xx.xx.xxx
...
 Limits:
      cpu:     1
      memory:  1G
    Requests:
      cpu:        1
      memory:     1G
...
QoS Class:       Guaranteed
Node-Selectors:  cpumanager=true

# ├─init.scope
│ └─1 /usr/lib/systemd/systemd --switched-root --system --deserialize 17
└─kubepods.slice
  ├─kubepods-pod69c01f8e_6b74_11e9_ac0f_0a2b62178a22.slice
  │ ├─crio-b5437308f1a574c542bdf08563b865c0345c8f8c0b0a655612c.scope
  │ └─32706 /pause

# cd /sys/fs/cgroup/cpuset/kubepods.slice/kubepods-
pod69c01f8e_6b74_11e9_ac0f_0a2b62178a22.slice/crio-
b5437308f1ad1a7db0574c542bdf08563b865c0345c86e9585f8c0b0a655612c.scope
# for i in `ls cpuset.cpus tasks` ; do echo -n "$i "; cat $i ;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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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작업에작업에 허용되는허용되는 CPU 목록을목록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13. 
      Guaranteed Pod용으로용으로 할당된할당된 코어에서는코어에서는 시스템의시스템의 다른다른 Pod(이이 경우경우 burstable QoS 계층계층
의의 Pod)를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없는지없는지 검증합니다검증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cpuset.cpus 1
tasks 32706

# grep ^Cpus_allowed_list /proc/32706/status

 Cpus_allowed_list:    1

# cat /sys/fs/cgroup/cpuset/kubepods.slice/kubepods-besteffort.slice/kubepods-
besteffort-podc494a073_6b77_11e9_98c0_06bba5c387ea.slice/crio-
c56982f57b75a2420947f0afc6cafe7534c5734efc34157525fa9abbf99e3849.scope/cpuset.
cpus
0
# oc describe node perf-node.example.com

...
Capacity:
 attachable-volumes-aws-ebs:  39
 cpu:                         2
 ephemeral-storage:           124768236Ki
 hugepages-1Gi:               0
 hugepages-2Mi:               0
 memory:                      8162900Ki
 pods:                        250
Allocatable:
 attachable-volumes-aws-ebs:  39

6장장. CPU 관리자관리자 및및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관리자 사용사용

67



      

      이이 VM에는에는 두두 개의개의 CPU 코어가코어가 있습니다있습니다. system-reserved 설정은설정은 500밀리코어로밀리코어로 설정되설정되

었습니다었습니다. 즉즉, Node Allocatable 양이양이 되는되는 노드의노드의 전체전체 용량에서용량에서 한한 코어의코어의 절반이절반이 감산되었습니감산되었습니

다다. Allocatable CPU는는 1500 밀리코어임을밀리코어임을 확인할확인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즉즉, Pod마다마다 하나의하나의 전체전체 코어를코어를 
사용하므로사용하므로 CPU 관리자관리자 Pod 중중 하나를하나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전체전체 코어는코어는 1000밀리코어에밀리코어에 해당해당
합니다합니다. 두두 번째번째 Pod를를 예약하려고예약하려고 하면하면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해당해당 Pod를를 수락하지만수락하지만 Pod가가 예약되지예약되지 않않
습니다습니다.
     

6.2.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관리자 정책정책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는관리자는 CPU 관리자관리자 및및 장치장치 관리자와관리자와 같은같은 힌트힌트 공급자로부터공급자로부터 토폴로지토폴로지 힌트를힌트를 수집하고수집하고 
수집된수집된 힌트로힌트로 Pod 리소스를리소스를 정렬하는정렬하는 방법으로방법으로 모든모든 QoS(Quality of Service) 클래스의클래스의 Pod 리소스를리소스를 
정렬합니다정렬합니다.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는관리자는 cpumanager-enabled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에서에서 할당하는할당하는 데데 다음다음 4가지가지 할당할당 
정책을정책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none 정책정책

       기본기본 정책으로정책으로, 토폴로지토폴로지 정렬을정렬을 수행하지수행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est-effort 정책정책

       best-effort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관리 정책을정책을 사용하는사용하는 Pod의의 각각 컨테이너에서는컨테이너에서는 kubelet이이 각각 힌트힌트 공급자공급자

 cpu:                         1500m
 ephemeral-storage:           124768236Ki
 hugepages-1Gi:               0
 hugepages-2Mi:               0
 memory:                      7548500Ki
 pods:                        250
-------                               ----                           ------------  ----------  ---------------  -------------  --
-
  default                                 cpumanager-6cqz7               1 (66%)       1 (66%)     1G (12%)         
1G (12%)       29m

Allocated resources:
  (Total limits may be over 100 percent, i.e., overcommitted.)
  Resource                    Requests          Limits
  --------                    --------          ------
  cpu                         1440m (96%)       1 (66%)

NAME                    READY   STATUS    RESTARTS   AGE
cpumanager-6cqz7        1/1     Running   0          33m
cpumanager-7qc2t        0/1     Pending   0          1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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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를 호출하여호출하여 해당해당 리소스리소스 가용성을가용성을 검색합니다검색합니다.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는관리자는 이이 정보를정보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해당해당 컨테이너컨테이너

의의 기본기본 NUMA 노드노드 선호도를선호도를 저장합니다저장합니다. 선호도를선호도를 기본기본 설정하지설정하지 않으면않으면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가관리자가 해당해당 정정
보를보를 저장하고저장하고 노드에노드에 대해대해 Pod를를 허용합니다허용합니다.
      

restricted 정책정책

       restricted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관리 정책을정책을 사용하는사용하는 Pod의의 각각 컨테이너에서는컨테이너에서는 kubelet이이 각각 힌트힌트 공급자공급자

를를 호출하여호출하여 해당해당 리소스리소스 가용성을가용성을 검색합니다검색합니다.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는관리자는 이이 정보를정보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해당해당 컨테이너컨테이너

의의 기본기본 NUMA 노드노드 선호도를선호도를 저장합니다저장합니다. 선호도를선호도를 기본기본 설정하지설정하지 않으면않으면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가관리자가 노드에노드에

서서 이이 Pod를를 거부합니다거부합니다. 그러면그러면 Pod는는 Terminated 상태가상태가 되고되고 Pod 허용허용 실패가실패가 발생합니다발생합니다.
      

single-numa-node 정책정책

       single-numa-node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관리 정책을정책을 사용하는사용하는 Pod의의 각각 컨테이너에서는컨테이너에서는 kubelet이이 각각 힌트힌트 
공급자를공급자를 호출하여호출하여 해당해당 리소스리소스 가용성을가용성을 검색합니다검색합니다.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는관리자는 이이 정보를정보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단일단일 
NUMA 노드노드 선호도가선호도가 가능한지가능한지 여부를여부를 결정합니다결정합니다. 가능한가능한 경우경우 노드에노드에 대해대해 Pod가가 허용됩니다허용됩니다. 단일단일 
NUMA 노드노드 선호도가선호도가 가능하지가능하지 않은않은 경우경우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가관리자가 노드에서노드에서 Pod를를 거부합니다거부합니다. 그러면그러면 
Pod는는 Terminated 상태가상태가 되고되고 Pod 허용허용 실패가실패가 발생합니다발생합니다.
      

6.3.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관리자 설정설정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를관리자를 사용하려면사용하려면 cpumanager-enabled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에서에서 할당할당 정책을정책을 구성구성
해야해야 합니다합니다. CPU 관리자를관리자를 설정한설정한 경우경우 해당해당 파일이파일이 존재할존재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파일이파일이 없으면없으면 파일을파일을 생성할생성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전제전제 조건조건

      CPU 관리자관리자 정책을정책을 static으로으로 구성하십시오구성하십시오.
     

절차절차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를관리자를 활성화하려면활성화하려면 다음을다음을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1. 
      cpumanager-enabled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에서에서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관리자 할당할당 정책을정책을 구성합니구성합니

다다.
     

$ oc edit KubeletConfig cpumanager-enabled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KubeletConfig
metadata:
  name: cpumanager-enabled
spec:
  machineConfigPoolSelector:
    match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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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이 매개변수는매개변수는 소문자소문자 s 가가 있는있는 static 이어야이어야 합니다합니다.
       

 

        선택한선택한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관리자 할당할당 정책을정책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여기서는여기서는 정책이정책이 single-numa-
node입니다입니다. 허용허용 가능한가능한 값은값은 default, best-effort, restricted, single-numa-node입니다입니다.
       

6.4. POD와와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관리자 정책정책 간의간의 상호상호 작용작용

    아래아래 Pod 사양의사양의 예는예는 Pod와와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관리자 간간 상호상호 작용을작용을 보여주는보여주는 데데 도움이도움이 됩니다됩니다.
   

    다음다음 Pod는는 리소스리소스 요청요청 또는또는 제한이제한이 지정되어지정되어 있지있지 않기않기 때문에때문에 BestEffort QoS 클래스에서클래스에서 실행됩실행됩

니다니다.
   

    다음다음 Pod는는 요청이요청이 제한보다제한보다 작기작기 때문에때문에 Burstable QoS 클래스에서클래스에서 실행됩니다실행됩니다.
   

    선택한선택한 정책이정책이 none이이 아니면아니면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는관리자는 이러한이러한 Pod 사양사양 중중 하나를하나를 고려하지고려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custom-kubelet: cpumanager-enabled
  kubeletConfig:
     cpuManagerPolicy: static 1
     cpuManagerReconcilePeriod: 5s
     topologyManagerPolicy: single-numa-node 2

spec:
  containers:
  - name: nginx
    image: nginx

spec:
  containers:
  - name: nginx
    image: nginx
    resources:
      limits:
        memory: "200Mi"
      requests:
        memory: "100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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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아래 마지막마지막 예의예의 Pod는는 요청이요청이 제한과제한과 동일하기동일하기 때문에때문에 Guaranteed QoS 클래스에서클래스에서 실행됩니다실행됩니다.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는관리자는 이러한이러한 Pod를를 고려합니다고려합니다.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는관리자는 포드에포드에 대한대한 토폴로지토폴로지 힌트힌트 힌트를힌트를 
얻으려면얻으려면 CPU 관리자관리자 및및 장치장치 관리자인관리자인 힌트힌트 공급자를공급자를 참조합니다참조합니다.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는관리자는 이이 정보를정보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이이 컨테이너에컨테이너에 가장가장 적합한적합한 토폴로지를토폴로지를 저장합니다저장합니다. 이이 Pod의의 
경우경우 CPU 관리자와관리자와 장치장치 관리자는관리자는 리소스리소스 할당할당 단계에서단계에서 이러한이러한 저장된저장된 정보를정보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spec:
  containers:
  - name: nginx
    image: nginx
    resources:
      limits:
        memory: "200Mi"
        cpu: "2"
        example.com/device: "1"
      requests:
        memory: "200Mi"
        cpu: "2"
        example.com/devi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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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장. CLUSTER MONITORING OPERATOR 스케일링스케일링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는에서는 Cluster Monitoring Operator가가 수집하여수집하여 Prometheus 기반기반 
모니터링모니터링 스택에스택에 저장하는저장하는 지표를지표를 공개합니다공개합니다. 관리자는관리자는 시스템시스템 리소스리소스, 컨테이너컨테이너 및및 구성구성 요소요소 지표를지표를 하하
나의나의 대시보드대시보드 인터페이스인인터페이스인 Grafana에서에서 볼볼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7.1. PROMETHEUS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스토리지 요구사항요구사항

    Red Hat은은 여러여러 스케일링스케일링 크기에크기에 대해대해 다양한다양한 테스트를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수행했습니다.
   

참고참고

     아래아래 Prometheus 스토리지스토리지 요구요구 사항은사항은 규정되어규정되어 있지있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워크로드워크로드 활동활동 및및 리리
소스소스 사용량에사용량에 따라따라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리소스리소스 사용량이사용량이 높아질높아질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표표 7.1.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노드노드/Pod 수에수에 따른따른 Prometheus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스토리지 요구사항요구사항

노드노드 수수 Pod 수수 Prometheus 스스
토리지토리지 증가증가(1
일당일당)

Prometheus 스스
토리지토리지 증가증가(15
일당일당)

RAM 공간공간(스스
케일링케일링 크기당크기당)

네트워크네트워크(tsdb
청크당청크당)

50 1800 6.3GB 94GB 6GB 16MB

100 3600 13GB 195GB 10GB 26MB

150 5400 19GB 283GB 12GB 36MB

200 7200 25GB 375GB 14GB 46MB

    스토리지스토리지 요구사항이요구사항이 계산된계산된 값을값을 초과하지초과하지 않도록않도록 예상예상 크기의크기의 약약 20%가가 오버헤드로오버헤드로 추가되었습니추가되었습니

다다.
   

    위의위의 계산은계산은 기본기본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Cluster Monitoring Operator용입니다용입니다.
   

참고참고

     CPU 사용률은사용률은 약간의약간의 영향을영향을 미칩니다미칩니다. 50개개 노드노드 및및 1,800개개 Pod당당 비율이비율이 약약 40개개 
중중 1개개 코어입니다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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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권장권장 사항사항
   

      인프라인프라 노드를노드를 3개개 이상이상 사용하십시오사용하십시오.
     

      NVMe(Non-Volatile Memory Express) 드라이브를드라이브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openshift-container-
storage 노드를노드를 3개개 이상이상 사용하십시오사용하십시오.
     

7.2. 클러스터클러스터 모니터링모니터링 구성구성

    클러스터클러스터 모니터링모니터링 스택에서스택에서 Prometheus 구성구성 요소의요소의 스토리지스토리지 용량을용량을 늘릴늘릴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Prometheus의의 스토리지스토리지 용량을용량을 늘리려면늘리려면 다음을다음을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1. 
      YAML 구성구성 파일파일 cluster-monitoring-config.yaml 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예를예를 들면들면 다음과다음과 같습니같습니

다다.
     

apiVersion: v1
kind: ConfigMap
data:
  config.yaml: |
    prometheusK8s:
      retention: {{PROMETHEUS_RETENTION_PERIOD}} 1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infra: ""
      volumeClaimTemplate:
        spec:
          storageClassName: {{STORAGE_CLASS}} 2
          resources:
            requests:
              storage: {{PROMETHEUS_STORAGE_SIZE}} 3
    alertmanagerMain: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infra: ""
      volumeClaimTemplate:
        spec:
          storageClassName: {{STORAGE_CLASS}} 4
          resources:
            requests:
              storage: {{ALERTMANAGER_STORAGE_SIZ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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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인일반적인 값은값은 PROMETHEUS_RETENTION_PERIOD=15d입니다입니다. 단위는단위는 s, m, h, d 
접미사접미사 중중 하나를하나를 사용하는사용하는 시간으로시간으로 측정됩니다측정됩니다.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스토리지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클래스입니다.
       

 

        일반적인일반적인 값은값은 PROMETHEUS_STORAGE_SIZE=2000Gi입니다입니다. 스토리지스토리지 값은값은 일반일반 
정수일정수일 수도수도 있고있고 E, P, T, G, M, K 접미사접미사 중중 하나를하나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고정고정 소수점소수점 정수일정수일 수도수도 있습있습
니다니다. Ei, Pi, Ti, Gi, Mi, Ki 같은같은 2의의 거듭제곱을거듭제곱을 사용할사용할 수도수도 있습니다있습니다.
       

 

        일반적인일반적인 값은값은 ALERTMANAGER_STORAGE_SIZE=20Gi입니다입니다. 스토리지스토리지 값은값은 일반일반 
정수일정수일 수도수도 있고있고 E, P, T, G, M, K 접미사접미사 중중 하나를하나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고정고정 소수점소수점 정수일정수일 수도수도 있습있습
니다니다. Ei, Pi, Ti, Gi, Mi, Ki 같은같은 2의의 거듭제곱을거듭제곱을 사용할사용할 수도수도 있습니다있습니다.
       

2. 
      보존보존 기간기간, 스토리지스토리지 클래스클래스 및및 스토리지스토리지 크기에크기에 대한대한 값을값을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3. 
      파일을파일을 저장합니다저장합니다.
     

4. 
      다음을다음을 실행하여실행하여 변경사항을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metadata:
  name: cluster-monitoring-config
  namespace: openshift-monitoring

$ oc create -f cluster-monitoring-config.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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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장. 오브젝트오브젝트 최대값에최대값에 따른따른 환경환경 계획계획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계획하는계획하는 경우경우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테스트된테스트된 오브젝트오브젝트 최대값을최대값을  
고려하십시오고려하십시오.
  

   이러한이러한 지침은지침은 가능한가능한 가장가장 큰큰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기반으로기반으로 합니다합니다. 크기가크기가 작은작은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경우경우 최대값이최대값이 더더 
낮습니다낮습니다. etcd 버전버전 또는또는 스토리지스토리지 데이터데이터 형식을형식을 비롯하여비롯하여 명시된명시된 임계값에임계값에 영향을영향을 주는주는 요인은요인은 여러여러 가가
지가지가 있습니다있습니다.
  

중요중요

    이러한이러한 지침은지침은 OVN(Open Virtual Network)이이 아닌아닌 SDN(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정의정의 네트워킹네트워킹)을을 
사용하는사용하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에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대부분의대부분의 경우경우 이러한이러한 수치를수치를 초과하면초과하면 전체전체 성능이성능이 저하됩니다저하됩니다. 반드시반드시 클러스터가클러스터가 실패하는실패하는 것은것은 아아
닙니다닙니다.
  

주의주의

    Pod 시작시작 및및 중지중지 Pod와와 같이같이 빠른빠른 변경이변경이 발생하는발생하는 클러스터는클러스터는 문서화된문서화된 것보다것보다 
실제실제 가능한가능한 최대최대 크기를크기를 줄일줄일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8.1.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에 대해대해 테스트된테스트된 클러스터클러스터 최대값최대값(주요주요 릴리스릴리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3.x에에 대해대해 테스트된테스트된 클라우드클라우드 플랫폼은플랫폼은 RHOSP(Red Hat 
OpenStack Platform), Amazon Web Services 및및 Microsoft Azure입니다입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x에에 대해대해 테스트된테스트된 클라우드클라우드 플랫폼은플랫폼은 Amazon Web Services, Microsoft Azure 및및 Google 
Cloud Platform입니다입니다.
   

최대값최대값 유형유형 3.x 테스트된테스트된 최대값최대값 4.x 테스트된테스트된 최대값최대값

노드 수 2,000 2,000 [1]

Pod 수 [2] 150,00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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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당 Pod 수 250 500 [3]

코어당 Pod 수 기본값 없음 기본값 없음

네임스페이스 수 [4] 10,000 10,000

빌드 수 10,000(기본 Pod RAM 512Mi) -
Pipeline 전략

10,000(기본 Pod RAM 512Mi) -
S2I(Source-to-Image) 빌드 전략

네임스페이스당 Pod 수 [5] 25,000 25,000

Ingress 컨트롤러당 경로 및 백엔드
수

라우터당 2,000개 라우터당 2,000개

보안 수 80,000 80,000

구성 맵 수 90,000 90,000

서비스 수 [6] 10,000 10,000

네임스페이스당 서비스 수 5,000 5,000

서비스당 백엔드 수 5,000 5,000

네임스페이스당 배포 수 [5] 2,000 2,000

빌드 구성 수 12,000 12,000

CRD(사용자 정의 리소스 정의) 수 기본값 없음 512 [7]

최대값최대값 유형유형 3.x 테스트된테스트된 최대값최대값 4.x 테스트된테스트된 최대값최대값

1. 
      노드노드 규모에규모에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의의 컨트롤컨트롤 플레인플레인 구성구성 요소를요소를 과부하시키기과부하시키기 위위
해해 Pod 일시일시 중지가중지가 배포되었습니다배포되었습니다.
     

2. 
      여기에여기에 표시된표시된 Pod 수는수는 테스트테스트 Pod 수입니다수입니다. 실제실제 Pod 수는수는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메모리메모리, CPU 및및 
스토리지스토리지 요구사항에요구사항에 따라따라 달라집니다달라집니다.
     

3. 
      이이 테스트는테스트는 작업자작업자 노드가노드가 100개이며개이며 작업자작업자 노드당노드당 Pod가가 500개인개인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수행되었수행되었

습니다습니다. 기본기본 maxPods는는 계속계속 250입니다입니다. maxPods가가 500이이 되도록되도록 하려면하려면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kubelet 구성을구성을 사용하여사용하여 500으로으로 설정된설정된 maxPods가가 포함된포함된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생성해야생성해야 합니다합니다. 500
개의개의 사용자사용자 Pod가가 필요한필요한 경우경우 노드에서노드에서 이미이미 실행되고실행되고 있는있는 시스템시스템 Pod가가 10~15개가개가 있으므있으므

로로 hostPrefix 22가가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연결된연결된 PVC(영구영구 볼륨볼륨 클레임클레임)가가 있는있는 Pod의의 최대최대 수는수는 PVC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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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된할당된 스토리지스토리지 백엔드에백엔드에 따라따라 달라집니다달라집니다. 이이 테스트에서는테스트에서는 OCS v4(OpenShift Container 
Storage v4)만만 이이 문서에서문서에서 설명하는설명하는 노드당노드당 Pod 수를수를 충족할충족할 수수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4. 
      활성활성 프로젝트프로젝트 수가수가 많은많은 경우경우 키키 공간이공간이 지나치게지나치게 커져서커져서 공간공간 할당량을할당량을 초과하면초과하면 etcd 성능성능
이이 저하될저하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etcd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확보하기확보하기 위해위해 조각조각 모음을모음을 포함한포함한 etcd의의 유지보수를유지보수를 
정기적으로정기적으로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5. 
      시스템에는시스템에는 일부일부 상태상태 변경에변경에 대한대한 대응으로대응으로 지정된지정된 네임스페이스의네임스페이스의 모든모든 오브젝트에서오브젝트에서 반복반복
해야해야 하는하는 컨트롤컨트롤 루프가루프가 많습니다많습니다. 단일단일 네임스페이스에네임스페이스에 지정된지정된 유형의유형의 오브젝트가오브젝트가 많이많이 있으면있으면 
루프루프 비용이비용이 많이많이 들고들고 지정된지정된 상태상태 변경변경 처리처리 속도가속도가 느려질느려질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제한을제한을 적용하면적용하면 애애
플리케이션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충족하기에 충분한충분한 CPU, 메모리메모리 및및 디스크가디스크가 시스템에시스템에 있다고있다고 가정합니가정합니

다다.
     

6. 
      각각 서비스서비스 포트와포트와 각각 서비스서비스 백엔드는백엔드는 iptables에에 해당해당 항목이항목이 있습니다있습니다. 지정된지정된 서비스의서비스의 백백
엔드엔드 수는수는 끝점끝점 오브젝트의오브젝트의 크기에크기에 영향을영향을 미치므로미치므로 시스템시스템 전체에서전체에서 전송되는전송되는 데이터의데이터의 크기에크기에 
영향을영향을 미칩니다미칩니다.
     

7.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는에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에서 설치한설치한 제품제품,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및및 사용자사용자 생성생성 CRD와와 통합된통합된 제품을제품을 포함하여포함하여 총총 512개의개의 
CRD(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정의정의) 제한이제한이 있습니다있습니다. 512개개 이상의이상의 CRD가가 생성되는생성되는 경우경우 oc 명령명령 요요
청이청이 제한될제한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참고참고

     Red Hat은은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클러스터 크기크기 조정에조정에 대한대한 직접적인직접적인 지침지침
을을 제공하지제공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는이는 클러스터가클러스터가 지원되는지원되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범위범위 내내
에에 있는지있는지 여부를여부를 확인하기확인하기 때문에때문에 클러스터클러스터 규모를규모를 제한하는제한하는 모든모든 다차원다차원 요소를요소를 고려해고려해

야야 하기하기 때문입니다때문입니다.
    

8.2. 클러스터클러스터 최대값최대값 테스트를테스트를 위한위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환경환경 및및 구성구성

    AWS 클라우드클라우드 플랫폼플랫폼:
   

노드노드 플레이버플레이버 vCPU RAM(GiB) 디스크디스크 유유
형형

디스크디스크 크크
기기

(GiB)/IO
S

수량수량 리전리전

Master/et

cd [1]

r5.4xlarge 16 128 gp3 220 3 us-west-2

8장장. 오브젝트오브젝트 최대값에최대값에 따른따른 환경환경 계획계획

77



인프라 [2] m5.12xlarg
e

48 192 gp3 100 3 us-west-2

워크로드

[3]

m5.4xlarg
e

16 64 gp3 500 [4] 1 us-west-2

Worker m5.2xlarg
e

8 32 gp3 100 3/25/250

/500 [5]

us-west-2

노드노드 플레이버플레이버 vCPU RAM(GiB) 디스크디스크 유유
형형

디스크디스크 크크
기기

(GiB)/IO
S

수량수량 리전리전

1. 
      etcd는는 대기대기 시간에시간에 민감하기민감하기 때문에때문에 3000 IOPS 및및 125MiB의의 성능이성능이 있는있는 gp3 디스크는디스크는 컨컨
트롤트롤 플레인플레인/etcd 노드에노드에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gp3 볼륨은볼륨은 버스트버스트 성능을성능을 사용하지사용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2. 
      인프라인프라 노드는노드는 모니터링모니터링, Ingress 및및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구성구성 요소를요소를 호스팅하는데호스팅하는데 사용되어사용되어 대규모대규모

로로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는있는 충분한충분한 리소스가리소스가 있는지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3. 
      워크로드워크로드 노드는노드는 성능성능 및및 확장확장 가능한가능한 워크로드워크로드 생성기생성기 실행실행 전용입니다전용입니다.
     

4. 
      성능성능 및및 확장성확장성 테스트테스트 실행실행 중에중에 수집되는수집되는 대량의대량의 데이터를데이터를 저장할저장할 수수 있는있는 충분한충분한 공간을공간을 확확
보보 할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큰큰 디스크디스크 크기가크기가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5. 
      클러스터는클러스터는 반복적으로반복적으로 확장되며확장되며 성능성능 및및 확장성확장성 테스트는테스트는 지정된지정된 노드노드 수에수에 따라따라 실행됩니실행됩니

다다.
     

    IBM Power 플랫폼플랫폼:
   

노드노드 vCPU RAM(GiB) 디스크디스크 유형유형 디스크디스크 크기크기
(GiB)/IOS

수량수량

Master/etcd [1] 16 32 io1 GiB당 120 / 10
IOPS

3

인프라 [2] 16 64 gp2 1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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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로드 [3] 16 256 gp2 120 [4] 1

Worker 16 64 gp2 120 3/25/250/50

0 [5]

노드노드 vCPU RAM(GiB) 디스크디스크 유형유형 디스크디스크 크기크기
(GiB)/IOS

수량수량

1. 
      etcd는는 I/O 집약적이고집약적이고 지연지연 시간에시간에 민감하므로민감하므로 GB당당 120/3 IOPS의의 io1 디스크가디스크가 
master/etcd 노드에노드에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2. 
      인프라인프라 노드는노드는 모니터링모니터링, Ingress 및및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구성구성 요소를요소를 호스팅하는데호스팅하는데 사용되어사용되어 대규모대규모

로로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는있는 충분한충분한 리소스가리소스가 있는지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3. 
      워크로드워크로드 노드는노드는 성능성능 및및 확장확장 가능한가능한 워크로드워크로드 생성기생성기 실행실행 전용입니다전용입니다.
     

4. 
      성능성능 및및 확장성확장성 테스트테스트 실행실행 중에중에 수집되는수집되는 대량의대량의 데이터를데이터를 저장할저장할 수수 있는있는 충분한충분한 공간을공간을 확확
보보 할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큰큰 디스크디스크 크기가크기가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5. 
      클러스터는클러스터는 반복적으로반복적으로 확장되며확장되며 성능성능 및및 확장성확장성 테스트는테스트는 지정된지정된 노드노드 수에수에 따라따라 실행됩니실행됩니

다다.
     

8.2.1. IBM Z 플랫폼플랫폼

노드노드 vCPU [4] RAM(GiB)[5] 디스크디스크 유형유형 디스크디스크 크기크기
(GiB)/IOS

수량수량

컨트롤 플레

인/etcd [1,2]

8 32 ds8k 300 / LCU 1 3

Compute [1,3] 8 32 ds8k 150 / LCU 2 노드 4개 (노드
당

100/250/500
Pod로 확장)

1. 
       etcd는는 I/O 집약적이고집약적이고 지연지연 시간에시간에 민감하므로민감하므로 두두 개의개의 논리논리 제어제어 단위단위(LCU)에에 분산되어분산되어 컨컨
트롤트롤 플레인플레인/etcd 노드의노드의 디스크디스크 I/O 로드를로드를 최적화합니다최적화합니다. etcd I/O 수요가수요가 다른다른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방방
해하지해하지 않아야않아야 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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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팅컴퓨팅 노드노드 4개가개가 동시에동시에 100/250/500개의개의 Pod로로 여러여러 반복을반복을 실행하는실행하는 테스트에테스트에 사용됩니사용됩니

다다. 먼저먼저 유휴유휴 Pod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Pod를를 인스턴스할인스턴스할 수수 있는지있는지 평가합니다평가합니다. 다음으로다음으로, 네트워크네트워크 및및 
CPU의의 우선우선 순위순위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서버서버 워크로드가워크로드가 강조되는강조되는 시스템의시스템의 안정성을안정성을 평가하는평가하는 데데 사용되사용되

었습니다었습니다.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 및및 서버서버 Pod가가 쌍으로쌍으로 배포되었으며배포되었으며 각각 쌍이쌍이 두두 개의개의 컴퓨팅컴퓨팅 노드에노드에 분배분배
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3. 
       별도의별도의 워크로드워크로드 노드가노드가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워크로드는워크로드는 두두 개의개의 컴퓨팅컴퓨팅 노드노드 간에간에 마이크마이크

로로 서비스서비스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시뮬레이션합니다시뮬레이션합니다.
      

4. 
       사용되는사용되는 물리적물리적 프로세서프로세서 수는수는 6개의개의 IIFL(Integrated F facility)입니다입니다.
      

5. 
       사용된사용된 총총 물리물리 메모리는메모리는 512GiB입니다입니다.
      

8.3. 테스트된테스트된 클러스터클러스터 최대값에최대값에 따라따라 환경을환경을 계획하는계획하는 방법방법

중요중요

     노드에서노드에서 물리적물리적 리소스에리소스에 대한대한 서브스크립션을서브스크립션을 초과하면초과하면 Pod를를 배치하는배치하는 동안동안 
Kubernetes 스케줄러가스케줄러가 보장하는보장하는 리소스에리소스에 영향을영향을 미칩니다미칩니다. 메모리메모리 교체가교체가 발생하지발생하지 않않
도록도록 하기하기 위해위해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는있는 조치를조치를 알아보십시오알아보십시오.
    

     테스트된테스트된 최대값최대값 중중 일부는일부는 단일단일 차원에서만차원에서만 확장됩니다확장됩니다.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오브오브
젝트가젝트가 많으면많으면 최대값이최대값이 달라집니다달라집니다.
    

     이이 문서에문서에 명시된명시된 수치는수치는 Red Hat의의 테스트테스트 방법론방법론, 설정설정, 구성구성, 튜닝을튜닝을 기반으로기반으로 한한 것것
입니다입니다. 고유한고유한 개별개별 설정설정 및및 환경에환경에 따라따라 수치가수치가 달라질달라질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환경을환경을 계획하는계획하는 동안동안 노드당노드당 몇몇 개의개의 Pod가가 적합할적합할 것으로것으로 예상되는지예상되는지 결정하십시오결정하십시오.
   

required pods per cluster / pods per node = total number of nodes needed

    노드당노드당 최대최대 Pod 수는수는 현재현재 250입니다입니다. 하지만하지만 노드에노드에 적합한적합한 Pod 수는수는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자체에자체에 따라따라 달달
라집니다라집니다.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요구사항에 따라따라 환경을환경을 계획하는계획하는 방법방법에에 설명된설명된 대로대로 애플리케이션의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메모리, 
CPU 및및 스토리지스토리지 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 고려하십시오고려하십시오.
   

시나리오시나리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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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당클러스터당 2,200개의개의 Pod로로 클러스터클러스터 규모를규모를 지정하려면지정하려면 노드당노드당 최대최대 500개의개의 Pod가가 있다고있다고 가정가정
하여하여 최소최소 5개의개의 노드가노드가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2200 / 500 = 4.4

    노드노드 수를수를 20으로으로 늘리면늘리면 Pod 배포는배포는 노드당노드당 110개개 Pod로로 변경됩니다변경됩니다.
   

2200 / 20 = 110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required pods per cluster / total number of nodes = expected pods per node

8.4.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요구사항에 따라따라 환경을환경을 계획하는계획하는 방법방법

    예에예에 나온나온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환경을환경을 고려해고려해 보십시오보십시오.
   

Pod 유형유형 Pod 수량수량 최대최대 메모리메모리 CPU 코어코어 수수 영구영구 스토리지스토리지

apache 100 500MB 0.5 1GB

node.js 200 1GB 1 1GB

postgresql 100 1GB 2 10GB

JBoss EAP 100 1GB 1 1GB

    예상예상 요구사항은요구사항은 CPU 코어코어 550개개, RAM 450GB 및및 스토리지스토리지 1.4TB입니다입니다.
   

    노드의노드의 인스턴스인스턴스 크기는크기는 기본기본 설정에설정에 따라따라 높게높게 또는또는 낮게낮게 조정될조정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노드에서는노드에서는 리소스리소스 초과초과 
커밋이커밋이 발생하는발생하는 경우가경우가 많습니다많습니다. 이이 배포배포 시나리오에서는시나리오에서는 동일한동일한 양의양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제공하는제공하는 데데 더더 작은작은 노노
드를드를 추가로추가로 실행하도록실행하도록 선택할선택할 수도수도 있고있고 더더 적은적은 수의수의 더더 큰큰 노드를노드를 실행하도록실행하도록 선택할선택할 수도수도 있습니다있습니다. 
운영운영 민첩성민첩성 및및 인스턴스당인스턴스당 비용과비용과 같은같은 요인을요인을 고려해야고려해야 합니다합니다.
   

노드노드 유형유형 수량수량 CPU RAM(GB)

노드(옵션 1) 10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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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옵션 2) 50 8 32

노드(옵션 3) 25 16 64

노드노드 유형유형 수량수량 CPU RAM(GB)

    어떤어떤 애플리케이션은애플리케이션은 초과초과 커밋된커밋된 환경에환경에 적합하지만적합하지만 어떤어떤 애플리케이션은애플리케이션은 그렇지그렇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대부분의대부분의 
Java 애플리케이션과애플리케이션과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사용하는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애플리케이션은 초과초과 커밋에커밋에 적합하지적합하지 않은않은 애플리케이애플리케이

션의션의 예입니다예입니다. 해당해당 메모리는메모리는 다른다른 애플리케이션에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위의위의 예에예에 나온나온 환경에서는환경에서는 초과초과 
커밋이커밋이 약약 30%이며이며, 이는이는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 나타나는나타나는 비율입니다비율입니다.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Pod는는 환경환경 변수변수 또는또는 DNS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서비스에서비스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환경환경 변수를변수를 사사
용하는용하는 경우경우 노드에서노드에서 Pod가가 실행될실행될 때때 활성활성 서비스마다서비스마다 kubelet을을 통해통해 변수를변수를 삽입합니다삽입합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인인
식식 DNS 서버는서버는 새로운새로운 서비스의서비스의 Kubernetes API를를 확인하고확인하고 각각에각각에 대해대해 DNS 레코드레코드 세트를세트를 생성합니생성합니

다다. 클러스터클러스터 전체에서전체에서 DNS가가 활성화된활성화된 경우경우 모든모든 Pod가가 자동으로자동으로 해당해당 DNS 이름을이름을 통해통해 서비스를서비스를 확인확인
할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서비스가서비스가 5,000개를개를 넘어야넘어야 하는하는 경우경우 DNS를를 통한통한 서비스서비스 검색을검색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있습니

다다. 서비스서비스 검색에검색에 환경환경 변수를변수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네임스페이스에서네임스페이스에서 서비스가서비스가 5,000개를개를 넘은넘은 후후 인수인수 목록목록
이이 허용되는허용되는 길이를길이를 초과하면초과하면 Pod 및및 배포가배포가 실패하기실패하기 시작합니다시작합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배포의배포의 서비스서비스 
사양사양 파일에서파일에서 서비스서비스 링크를링크를 비활성화하십시오비활성화하십시오.
   

---
apiVersion: template.openshift.io/v1
kind: Template
metadata:
  name: deployment-config-template
  creationTimestamp:
  annotations:
    description: This template will create a deploymentConfig with 1 replica, 4 env vars and a 
service.
    tags: ''
objects:
- apiVersion: apps.openshift.io/v1
  kind: DeploymentConfig
  metadata:
    name: deploymentconfig${IDENTIFIER}
  spec:
    template:
      metadata:
        labels:
          name: replicationcontroller${IDENTIFIER}
      spec:
        enableServiceLinks: false
        containers:
        - name: pause${IDENTIFIER}
          image: "${IMAGE}"
          ports:
          - containerPort: 8080
            protocol: TCP
          e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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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ENVVAR1_${IDENTIFIER}
            value: "${ENV_VALUE}"
          - name: ENVVAR2_${IDENTIFIER}
            value: "${ENV_VALUE}"
          - name: ENVVAR3_${IDENTIFIER}
            value: "${ENV_VALUE}"
          - name: ENVVAR4_${IDENTIFIER}
            value: "${ENV_VALUE}"
          resources: {}
          imagePullPolicy: IfNotPresent
          capabilities: {}
          securityContext:
            capabilities: {}
            privileged: false
        restartPolicy: Always
        serviceAccount: ''
    replicas: 1
    selector:
      name: replicationcontroller${IDENTIFIER}
    triggers:
    - type: ConfigChange
    strategy:
      type: Rolling
- apiVersion: v1
  kind: Service
  metadata:
    name: service${IDENTIFIER}
  spec:
    selector:
      name: replicationcontroller${IDENTIFIER}
    ports:
    - name: serviceport${IDENTIFIER}
      protocol: TCP
      port: 80
      targetPort: 8080
    clusterIP: ''
    type: ClusterIP
    sessionAffinity: None
  status:
    loadBalancer: {}
parameters:
- name: IDENTIFIER
  description: Number to append to the name of resources
  value: '1'
  required: true
- name: IMAGE
  description: Image to use for deploymentConfig
  value: gcr.io/google-containers/pause-amd64:3.0
  required: false
- name: ENV_VALUE
  description: Value to use for environment variables
  generate: expression
  from: "[A-Za-z0-9]{255}"
  required: false
labels:
  template: deployment-config-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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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스페이스에서네임스페이스에서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는있는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Pod 수는수는 서비스서비스 검색에검색에 환경환경 변수가변수가 사용될사용될 때때 서비서비
스스 수와수와 서비스서비스 이름의이름의 길이에길이에 따라따라 달라집니다달라집니다. ARG_MAX는는 새로운새로운 프로세스의프로세스의 최대최대 인수인수 길이를길이를 정의정의
하고하고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2097152 KiB로로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Kubelet은은 네임스페이스에서네임스페이스에서 실행되도록실행되도록 예약된예약된 각각 pod에에 
환경환경 변수를변수를 삽입합니다삽입합니다. 여기에는여기에는 다음이다음이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SERVICE_NAME>_SERVICE_HOST=<IP>
     

      <SERVICE_NAME>_SERVICE_PORT=<PORT>
     

      <SERVICE_NAME>_PORT=tcp://<IP>:<PORT>
     

      <SERVICE_NAME>_PORT_<PORT>_TCP=tcp://<IP>:<PORT>
     

      <SERVICE_NAME>_PORT_<PORT>_TCP_PROTO=tcp
     

      <SERVICE_NAME>_PORT_<PORT>_TCP_PORT=<PORT>
     

      <SERVICE_NAME>_PORT_<PORT>_TCP_ADDR=<ADDR>
     

    인수인수 길이가길이가 허용된허용된 값을값을 초과하고초과하고 서비스서비스 이름의이름의 문자문자 수에수에 영향을영향을 미치는미치는 경우경우 네임스페이스의네임스페이스의 Pod
가가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5000개의개의 서비스가서비스가 있는있는 네임스페이스에서네임스페이스에서 서비스서비스 이름의이름의 제한은제한은 33자이며자이며, 
네임스페이스에서네임스페이스에서 5000개의개의 Pod를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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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장. 스토리지스토리지 최적화최적화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최적화하면최적화하면 모든모든 리소스에서리소스에서 스토리지스토리지 사용을사용을 최소화할최소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관리자는관리자는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최적화하여최적화하여 기존기존 스토리지스토리지 리소스가리소스가 효율적으로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작동하도록 합니다합니다.
  

9.1.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영구영구 스토리지스토리지 옵션옵션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환경을환경을 최적화할최적화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영구영구 스토리지스토리지 옵션에옵션에 대해대해 알아보십시오알아보십시오.
   

표표 9.1.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스토리지스토리지 옵션옵션

스토리지스토리지

유형유형

설명설명 예예

블록
운영 체제(OS)에 블록 장치로 제공됩니다.

스토리지에 대한 모든 권한이 필요하며 파일
시스템을 우회하여 파일의 낮은 수준에서 작
동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SAN(Storage Area Network)이라고도 합니
다.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즉, 한 번에 하나의 클
라이언트만 이 유형의 끝점을 마운트할 수 있
습니다.

AWS EBS 및 VMware vSphere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 기
본적으로 동적 PV(영구 볼륨) 프로비저
닝을 지원합니다.

파일
OS에 마운트할 파일 시스템 내보내기로 제공
됩니다.

NAS(Network Attached Storage)라고도 합
니다.

동시성, 대기 시간, 파일 잠금 메커니즘 및 기
타 기능은 프로토콜, 구현, 벤더 및 스케일링
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RHEL NFS, NetApp NFS [1] 및 Vendor
NFS

개체
REST API 끝점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레지스트리
에서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드라이버를 애플리
케이션 및/또는 컨테이너에 빌드해야 합니
다.

AWS S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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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tApp NFS는는 Trident 플러그인을플러그인을 사용할사용할 때때 동적동적 PV 프로비저닝을프로비저닝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중요중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에서는에서는 현재현재 CNS가가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9.2. 권장되는권장되는 구성구성 가능한가능한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기술

    다음다음 표에는표에는 지정된지정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에애플리케이션에 권장되는권장되는 구성구성 가능한가능한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이기술이 요약되어요약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표표 9.2. 권장되는권장되는 구성구성 가능한가능한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기술

스토리지스토리지

유형유형

ROX1 RWX2 Registry 확장확장 레지레지
스트리스트리

Metrics3 로깅로깅 앱앱

1 ReadOnlyMany

2 ReadWriteMany

3 Prometheus는는 메트릭에메트릭에 사용되는사용되는 기본기본 기술입니다기술입니다.

4 물리적물리적 디스크디스크, VM 물리적물리적 디스크디스크, VMDK, NFS를를 통한통한 루프백루프백, AWS EBS 및및 Azure Disk에는에는 적용되지적용되지 않습니않습니

다다.

5 메트릭의메트릭의 경우경우 RWX(ReadWriteMany) 액세스액세스 모드로모드로 파일파일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은것은 안정적이지안정적이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파일파일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지표와지표와 함께함께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구성된구성된 PVC(영구영구 볼륨볼륨 클레임클레임)에서에서 RWX 액세스액세스 모드를모드를

구성하지구성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

6 로깅의로깅의 경우경우 공유공유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이것이 패턴패턴 차단입니다차단입니다. Elasticsearch당당 하나의하나의 볼륨이볼륨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7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의의 PV 또는또는 PVC를를 통해서는통해서는 오브젝트오브젝트 스토리지가스토리지가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앱은앱은 오오
브젝트브젝트 스토리지스토리지 REST API와와 통합해야통합해야 합니다합니다.

블록 제공됨4 없음 구성 가능 구성 불가
능

권장 권장 권장

파일 제공됨4 예 구성 가능 구성 가능 구성 가

능5

구성 가

능6

권장

개체 예 예 권장 권장 구성 불가
능

구성 불가
능

구성 불가

능7

참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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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확장확장 레지스트리는레지스트리는 두두 개개 이상의이상의 Pod 복제본이복제본이 실행되는실행되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레지스트리입니다레지스트리입니다.
    

9.2.1. 특정특정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스토리지 권장권장 사항사항

중요중요

      테스트에서는테스트에서는 RHEL(Red Hat Enterprise Linux)의의 NFS 서버를서버를 핵심핵심 서비스용서비스용 스토리스토리

지지 백엔드로백엔드로 사용하는사용하는 데데 문제가문제가 있는있는 것을것을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여기에는여기에는 OpenShift Container 
Registry and Quay, 스토리지스토리지 모니터링을모니터링을 위한위한 Prometheus, 로깅로깅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위한위한 
Elasticsearch가가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따라서따라서 RHEL NFS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핵심핵심 서비스에서서비스에서 사용하는사용하는 
PV를를 백업하는백업하는 것은것은 권장되지권장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마켓플레이스의마켓플레이스의 다른다른 NFS 구현에는구현에는 이러한이러한 문제가문제가 나타나지나타나지 않을않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러한이러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핵심핵심 구성구성 요소에요소에 대해대해 완료된완료된 테스트에테스트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내용
은은 개별개별 NFS 구현구현 공급업체에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
     

9.2.1.1.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비확장비확장/HA(고가용성고가용성)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클러스터클러스터 배포에서는배포에서는 다음다음 사항에사항에 
유의합니다유의합니다.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에서기술에서 RWX 액세스액세스 모드를모드를 지원할지원할 필요가필요가 없습니다없습니다.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에서기술에서 쓰기쓰기 후후 읽기읽기 일관성을일관성을 보장해야보장해야 합니다합니다.
       

        기본기본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은기술은 오브젝트오브젝트 스토리지스토리지, 블록블록 스토리지스토리지 순입니다순입니다.
       

        프로덕션프로덕션 워크로드가워크로드가 있는있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클러스터클러스터 배포에는배포에는 
파일파일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사용하지사용하지 않는않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9.2.1.2. 확장확장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확장확장/HA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클러스터클러스터 배포에서는배포에서는 다음다음 사항에사항에 유의합니다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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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은기술은 RWX 액세스액세스 모드를모드를 지원해야지원해야 합니다합니다.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에서기술에서 쓰기쓰기 후후 읽기읽기 일관성을일관성을 보장해야보장해야 합니다합니다.
       

        기본기본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은기술은 오브젝트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스토리지입니다.
       

        Red Hat OpenShift Data Foundation(ODF),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GCS(Google Cloud Storage), Microsoft Azure Blob Storage 및및 OpenStack Swift가가 지원지원
됩니다됩니다.
       

        오브젝트오브젝트 스토리지는스토리지는 S3 또는또는 Swift와와 호환되어야호환되어야 합니다합니다.
       

        vSphere, 베어베어 메탈메탈 설치설치 등등 클라우드클라우드 이외의이외의 플랫폼에서는플랫폼에서는 구성구성 가능한가능한 유일한유일한 기술이기술이 파일파일 
스토리지입니다스토리지입니다.
       

        블록블록 스토리지는스토리지는 구성구성 불가능합니다불가능합니다.
       

9.2.1.3. 지표지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호스트호스트 지표지표 클러스터클러스터 배포에서는배포에서는 다음다음 사항에사항에 유의합니다유의합니다.
     

        기본기본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은기술은 블록블록 스토리지입니다스토리지입니다.
       

        오브젝트오브젝트 스토리지는스토리지는 구성구성 불가능합니다불가능합니다.
       

중요중요

       프로덕션프로덕션 워크로드가워크로드가 있는있는 호스트호스트 지표지표 클러스터클러스터 배포에는배포에는 파일파일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사용하지사용하지 
않는않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9.2.1.4. 로깅로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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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호스트호스트 로깅로깅 클러스터클러스터 배포에서는배포에서는 다음다음 사항에사항에 유의합니다유의합니다.
     

        기본기본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은기술은 블록블록 스토리지입니다스토리지입니다.
       

        오브젝트오브젝트 스토리지는스토리지는 구성구성 불가능합니다불가능합니다.
       

9.2.1.5.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사용사용 사례는사례는 다음다음 예에예에 설명된설명된 대로대로 애플리케이션마다애플리케이션마다 다릅니다다릅니다.
     

        동적동적 PV 프로비저닝을프로비저닝을 지원하는지원하는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은기술은 마운트마운트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짧고짧고 정상정상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지원하는지원하는 노드와노드와 관련이관련이 없습니다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의애플리케이션의 스토리지스토리지 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 잘잘 알고알고 있으며있으며 제공된제공된 스토리스토리

지로지로 애플리케이션을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켜작동시켜 애플리케이션이애플리케이션이 스토리지스토리지 계층을계층을 스케일링하거나스케일링하거나 스토리지스토리지 계층계층
과과 상호상호 작용할작용할 때때 문제가문제가 발생하지발생하지 않도록않도록 하는하는 방법을방법을 이해하고이해하고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9.2.2. 다른다른 특정특정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스토리지 권장권장 사항사항

중요중요

      etcd 와와 같은같은 쓰기쓰기 집약적집약적 워크로드에서는워크로드에서는 RAID 구성을구성을 사용하지사용하지 않는않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RAID 구성으로구성으로 etcd 를를 실행하는실행하는 경우경우 워크로드의워크로드의 성능성능 문제가문제가 발생할발생할 위험이위험이 있을있을 수수 있있
습니다습니다.
     

       RHOSP(Red Hat OpenStack Platform) Cinder: RHOSP Cinder는는 ROX 액세스액세스 모드모드 사용사용  
사례에사례에 적합합니다적합합니다.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RDBMS, NoSQL DB 등등)는는 전용전용 블록블록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경경
우우 성능이성능이 최대화되는최대화되는 경향이경향이 있습니다있습니다.
      

       etcd 데이터베이스에는데이터베이스에는 대규모대규모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활성화하려면활성화하려면 충분한충분한 스토리지와스토리지와 충분한충분한 성능성능 용용
량이량이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충분한충분한 스토리지스토리지 및및 고성능고성능 환경을환경을 구축하기구축하기 위한위한 모니터링모니터링 및및 벤치마킹벤치마킹 툴툴
에에 대한대한 정보는정보는 권장권장 etcd 관행에관행에  설명되어설명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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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데이터데이터 스토리지스토리지 관리관리

    다음다음 표에는표에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구성구성 요소가요소가 데이터를데이터를 쓰는쓰는 기본기본 디렉터리가디렉터리가 요약되어요약되어 있있
습니다습니다.
   

표표 9.3.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데이터를데이터를 저장하는저장하는 기본기본 디렉터리디렉터리

디렉터리디렉터리 참고참고 크기크기 조정조정 예상예상 증가증가

/var/log 모든모든 구성구성 요소의요소의 로그로그 파파
일입니다일입니다.

10~30GB입니다입니다. 로그로그 파일이파일이 빠르게빠르게 증가증가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크기는크기는 디디
스크를스크를 늘리거나늘리거나 로그로그 회회
전을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관리할관리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var/lib/etcd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때 etcd 스토리지에 사용
됩니다.

20GB 미만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최대
8GB까지 증가할 수 있습
니다.

환경과 함께 천천히 증가
합니다. 메타데이터만 저
장합니다.

추가로 메모리가 8GB 증
가할 때마다 추가로
20~25GB가 증가합니다.

/var/lib/containers CRI-O 런타임의 마운트
옵션입니다. Pod를 포함
한 활성 컨테이너 런타임
에 사용되는 스토리지 및
로컬 이미지 스토리지입
니다. 레지스트리 스토리
지에는 사용되지 않습니
다.

16GB 메모리가 있는 노드
의 경우 50GB가 증가합
니다. 이 크기 조정은 최소
클러스터 요구사항을 결
정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됩
니다.

추가로 메모리가 8GB 증
가할 때마다 추가로
20~25GB가 증가합니다.

컨테이너 실행 용량에 의
해 증가가 제한됩니다.

/var/lib/kubelet Pod용 임시 볼륨 스토리
지입니다. 런타임 시 컨테
이너로 마운트된 외부 요
소가 모두 포함됩니다. 영
구 볼륨에서 지원하지 않
는 환경 변수, kube 보안
및 데이터 볼륨이 포함됩
니다.

변동 가능 스토리지가 필요한 Pod
가 영구 볼륨을 사용하는
경우 최소입니다. 임시 스
토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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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장. 라우팅라우팅 최적화최적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HAProxy 라우터는라우터는 성능을성능을 최적화하도록최적화하도록 확장확장 또는또는 구성할구성할 수수 있습니있습니

다다.
  

10.1. 기본기본 INGRESS 컨트롤러컨트롤러(라우터라우터) 성능성능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Ingress 컨트롤러컨트롤러 또는또는 라우터는라우터는 경로경로 및및 인그레스를인그레스를 사용하여사용하여 구성된구성된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및및 서비스의서비스의 수신수신 트래픽의트래픽의 수신수신 지점입니다지점입니다.
   

    초당초당 처리된처리된 HTTP 요청요청 측면에서측면에서 단일단일 HAProxy 라우터라우터 성능을성능을 평가할평가할 때때 성능은성능은 여러여러 요인에요인에 따라따라 달달
라집니다라집니다. 특히특히 중요한중요한 요인은요인은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HTTP 연결연결 유지유지/닫기닫기 모드모드
     

      경로경로 유형유형
     

      TLS 세션세션 재개재개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 지원지원
     

      대상대상 경로당경로당 동시동시 연결연결 수수
     

      대상대상 경로경로 수수
     

      백엔드백엔드 서버서버 페이지페이지 크기크기
     

      기본기본 인프라인프라(네트워크네트워크/SDN 솔루션솔루션, CPU 등등)
     

    특정특정 환경의환경의 성능은성능은 달라질달라질 수수 있으나있으나 Red Hat 랩은랩은 크기가크기가 4 vCPU/16GB RAM인인 퍼블릭퍼블릭 클라우드클라우드 인인
스턴스에서스턴스에서 테스트합니다테스트합니다. 1kB 정적정적 페이지를페이지를 제공하는제공하는 백엔드에서백엔드에서 종료한종료한 100개의개의 경로를경로를 처리하는처리하는 단단
일일 HAProxy 라우터가라우터가 처리할처리할 수수 있는있는 초당초당 트랜잭션트랜잭션 수는수는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HTTP 연결연결 유지유지 모드모드 시나리오에서는시나리오에서는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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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ion LoadBalancerService HostNetwork

none 21515 29622

edge 16743 22913

passthrough 36786 53295

re-encrypt 21583 25198

    HTTP 닫기닫기(연결연결 유지유지 제외제외) 시나리오에서는시나리오에서는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Encryption LoadBalancerService HostNetwork

none 5719 8273

edge 2729 4069

passthrough 4121 5344

re-encrypt 2320 2941

    기본기본 Ingress 컨트롤러컨트롤러 구성은구성은 spec.tuningOptions.threadCount 필드에서필드에서 4 로로 설정된설정된 상태에서상태에서 사사
용되었습니다용되었습니다. 두두 가지가지 엔드엔드 포인트포인트 게시게시 전략이전략이 테스트되었습니다테스트되었습니다: Load Balancer Service 및및 Host 
Network. 암호화된암호화된 경로에는경로에는 TLS 세션세션 재개가재개가 사용되었습니다사용되었습니다. HTTP keep-alive를를 사용하면사용하면 단일단일 
HAProxy 라우터가라우터가 8kB의의 작은작은 페이지페이지 크기에서크기에서 1Gbit NIC를를 포화시킬포화시킬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최신최신 프로세서가프로세서가 있는있는 베어베어 메탈에서메탈에서 실행하는실행하는 경우경우 성능이성능이 위위 퍼블릭퍼블릭 클라우드클라우드 인스턴스의인스턴스의 약약 2배가배가 
될될 것을것을 예상할예상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오버헤드는오버헤드는 퍼블릭퍼블릭 클라우드에서클라우드에서 가상화가상화 계층에계층에 의해의해 도입되며도입되며 프라이빗프라이빗 
클라우드클라우드 기반기반 가상화에도가상화에도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다음다음 표는표는 라우터라우터 뒤에서뒤에서 사용할사용할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수에수에 대한대한 가이드가이드

입니다입니다.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수수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유형유형

5-10 정적 파일/웹 서버 또는 캐싱 프록시

100-1000 동적 콘텐츠를 생성하는 애플리케이션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 HAProxy는는 사용사용 중인중인 기술에기술에 따라따라 최대최대 1000개의개의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경로를경로를 지원할지원할 수수 있습니있습니

다다. Ingress 컨트롤러컨트롤러 성능은성능은 언어언어 또는또는 정적정적 콘텐츠콘텐츠 대비대비 동적동적 콘텐츠콘텐츠 등등 지원하는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의애플리케이션의 기능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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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 성능에성능에 따라따라 제한될제한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Ingress 또는또는 라우터라우터 샤딩을샤딩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애플리케이션에 대한대한 경로를경로를 더더 많이많이 제공하면제공하면 라우팅라우팅 계층을계층을 수수
평으로평으로 확장하는확장하는 데데 도움이도움이 됩니다됩니다.
   

    Ingress 샤딩에샤딩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경로경로 라벨을라벨을 사용하여사용하여 Ingress 컨트롤러컨트롤러 분할분할 구성구성 및및 네임스페이네임스페이

스스 라벨을라벨을 사용하여사용하여 Ingress 컨트롤러컨트롤러 샤딩샤딩 구성을구성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시간시간 초과초과 및및 Ingress 컨트롤러컨트롤러 사양의사양의 기타기타 튜닝튜닝 구성에구성에 대한대한 스레드스레드 및및 Ingress 컨트롤러컨트롤러 구성구성 매개변매개변

수수 설정에설정에 제공된제공된 정보를정보를 사용하여사용하여 Ingress 컨트롤러컨트롤러 배포를배포를 수정할수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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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hift SDN 은은 OpenvSwitch, VXLAN(Virtual Extensible LAN) 터널터널, OpenFlow 규칙규칙 및및 
iptables를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이이 네트워크는네트워크는 점보점보 프레임프레임, NIC(네트워크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컨트롤러컨트롤러) 오프로드오프로드, 멀티멀티 
큐큐 및및 ethtool 설정을설정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조정할조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OVN-Kubernetes 는는 VXLAN 대신대신 Geneve(Generic Network Virtualization Encapsulation)를를 터널터널 
프로토콜로프로토콜로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VXLAN은은 VLAN에에 비해비해 네트워크네트워크 수가수가 4096개에서개에서 1600만만 개개 이상으로이상으로 증가하고증가하고 물리적물리적 네트워크네트워크 전전
반에반에 걸쳐걸쳐 계층계층 2 연결과연결과 같은같은 이점을이점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이를이를 통해통해 서비스서비스 뒤에뒤에 있는있는 모든모든 Pod가가 서로서로 다른다른 시시
스템에서스템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경우에도경우에도 서로서로 통신할통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VXLAN은은 사용자사용자 데이터그램데이터그램 프로토콜프로토콜(UDP) 패킷의패킷의 터널링된터널링된 모든모든 트래픽을트래픽을 캡슐화합니다캡슐화합니다. 그러나그러나 이이
로로 인해인해 CPU 사용량이사용량이 증가합니다증가합니다. 이러한이러한 외부외부 및및 내부내부 패킷은패킷은 전송전송 중에중에 데이터가데이터가 손상되지손상되지 않도록하기않도록하기 
위해위해 일반일반 체크섬체크섬 규칙을규칙을 따릅니다따릅니다. CPU 성능에성능에 따라따라 이러한이러한 추가추가 처리처리 오버헤드는오버헤드는 처리량이처리량이 감소하고감소하고 기기
존존 비비 오버레이오버레이 네트워크에네트워크에 비해비해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증가할증가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클라우드클라우드, 가상가상 머신머신, 베어베어 메탈메탈 CPU 성능은성능은 많은많은 Gbps의의 네트워크네트워크 처리량을처리량을 처리할처리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10 
또는또는 40Gbps와와 같은같은 높은높은 대역폭대역폭 링크를링크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성능이성능이 저하될저하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문제는문제는 VXLAN 
기반기반 환경에서환경에서 알려진알려진 문제이며문제이며 컨테이너컨테이너 또는또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만에만 국한되지국한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VXLAN 터널에터널에 의존하는의존하는 네트워크는네트워크는 VXLAN 구현으로구현으로 인해인해 비슷한비슷한 작업을작업을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Gbps을을 초과하여초과하여 푸시하려는푸시하려는 경우경우 다음을다음을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GP(Border Gateway Protocol)와와 같은같은 다른다른 라우팅라우팅 기술을기술을 구현하는구현하는 네트워크네트워크 플러그인을플러그인을 
평가합니다평가합니다.
    

     VXLAN 오프로드오프로드 가능가능 네트워크네트워크 어댑터를어댑터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VXLAN 오프로드는오프로드는 패킷패킷 체크섬체크섬 계산계산 
및및 관련관련 CPU 오버헤드를오버헤드를 시스템시스템 CPU에서에서 네트워크네트워크 어댑터의어댑터의 전용전용 하드웨어로하드웨어로 이동합니다이동합니다. 이를이를 
통해통해 Pod 및및 애플리케이션에서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사용할 CPU 사이클을사이클을 확보하고확보하고 사용자는사용자는 네트워크네트워크 인프라의인프라의 전전
체체 대역폭을대역폭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VXLAN 오프로드는오프로드는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단축시키지단축시키지 않습니다않습니다. 그러나그러나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에서도테스트에서도 CPU 사용량이사용량이  
감소합니다감소합니다.
  

11.1. 네트워크에네트워크에 대한대한 MTU 최적화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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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중요한 최대최대 전송전송 단위단위(MTU)는는 NIC(네트워크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컨트롤러컨트롤러) MTU와와 클러스터클러스터 네트워크네트워크 MTU
입니다입니다.
   

    NIC MTU는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을을 설치할설치할 때만때만 구성됩니다구성됩니다. MTU는는 네트워크네트워크 NIC에서에서 지지
원되는원되는 최대최대 값과값과 작거나작거나 같아야같아야 합니다합니다. 처리량을처리량을 최적화하려면최적화하려면 가능한가능한 가장가장 큰큰 값을값을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최소최소 
지연을지연을 최적화하려면최적화하려면 더더 낮은낮은 값을값을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SDN 오버레이의오버레이의 MTU는는 NIC MTU보다보다 최소최소 50바이트바이트 작아야작아야 합니다합니다. 이이 계정은계정은 SDN 오버레이오버레이 헤더에헤더에  
대한대한 계정입니다계정입니다. 일반적인일반적인 이더넷이더넷 네트워크에서는네트워크에서는 이이 값을값을 1450으로으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점보점보 프레임프레임 이더넷이더넷 네네
트워크에서는트워크에서는 이이 값을값을 8950으로으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OVN 및및 Geneve의의 경우경우 MTU는는 NIC MTU보다보다 최소최소 100바이트바이트 작아야작아야 합니다합니다.
   

참고참고

     50바이트바이트 오버레이오버레이 헤더는헤더는 OpenShift SDN과과 관련이관련이 있습니다있습니다. 기타기타 SDN 솔루션에서솔루션에서

는는 이이 값이값이 더더 크거나크거나 작아야작아야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11.2. 대규모대규모 클러스터클러스터 설치에설치에 대한대한 권장권장 사례사례

    대규모대규모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설치하거나설치하거나 클러스터클러스터 스케일링을스케일링을 통해통해 노드노드 수를수를 늘리는늘리는 경우경우 install-config.yaml 
파일에서파일에서 클러스터클러스터 네트워크네트워크 cidr을을 적절하게적절하게 설정한설정한 후후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설치하십시오설치하십시오.
   

    클러스터클러스터 크기가크기가 500개개 노드를노드를 초과하는초과하는 경우경우 기본기본 클러스터클러스터 네트워크네트워크 cidr 10.128.0.0/14를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노드노드 수가수가 500개를개를 초과하게초과하게 되면되면 10.128.0.0/12 또는또는 10.128.0.0/10으로으로 설정해야설정해야 합니다합니다.
   

11.3. IPSEC 영향영향

    노드노드 호스트의호스트의 암호화암호화 및및 암호암호 해독은해독은 CPU를를 사용하기사용하기 때문에때문에 사용사용 중인중인 IP 보안보안 시스템에시스템에 관계없이관계없이 암암

networking:
  clusterNetwork:
  - cidr: 10.128.0.0/14
    hostPrefix: 23
  machineNetwork:
  - cidr: 10.0.0.0/16
  networkType: OpenShiftSDN
  serviceNetwork:
  - 172.30.0.0/16

11장장. 네트워킹네트워킹 최적화최적화

95



호화를호화를 사용할사용할 때때 노드의노드의 처리량과처리량과 CPU 사용량사용량 모두에서모두에서 성능에성능에 영향을영향을 미칩니다미칩니다.
   

    IPsec은은 NIC에에 도달하기도달하기 전에전에 IP 페이로드페이로드 수준에서수준에서 트래픽을트래픽을 암호화하여암호화하여 NIC 오프로드에오프로드에 사용되는사용되는 
필드를필드를 보호합니다보호합니다. 즉즉, IPSec가가 활성화되면활성화되면 일부일부 NIC 가속가속 기능을기능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으며없으며 처리량이처리량이 감소하고감소하고 
CPU 사용량이사용량이 증가합니다증가합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고급고급 네트워크네트워크 구성구성 매개변수매개변수 수정수정
     

      OVN-Kubernetes 기본기본 CNI 네트워크네트워크 공급자에공급자에 대한대한 구성구성 매개변수매개변수

     

      OpenShift SDN 기본기본 CNI 네트워크네트워크 공급자에공급자에 대한대한 구성구성 매개변수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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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장.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관리관리

   베어베어 메탈메탈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을을 설치할설치할 때때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있는있는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에에 대한대한 machine 및및 machineset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베어베어 메탈메탈 노드를노드를 프로비저닝하고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할관리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12.1.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및및 노드노드 정보정보

    RHCOS(Red Hat Enterprise Linux CoreOS)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를호스트를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노드로노드로 프로비저닝하프로비저닝하

려면려면 먼저먼저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하드웨어에하드웨어에 해당하는해당하는 MachineSet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오브젝트를오브젝트를 생성생성
합니다합니다.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머신머신 세트는세트는 구성과구성과 관련된관련된 인프라인프라 구성구성 요소를요소를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이러한이러한 머신에머신에 특특
정정 Kubernetes 레이블을레이블을 적용한적용한 다음다음 해당해당 머신머신 세트에서만세트에서만 실행되도록실행되도록 인프라인프라 구성구성 요소를요소를 업데이트합업데이트합

니다니다.
   

    machine CR은은 metal3.io/autoscale-to-hosts 주석이주석이 포함된포함된 관련관련 MachineSet을을 확장하면확장하면 자동으로자동으로 
생성됩니다생성됩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은은 Machine CR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MachineSet CR에에 지정된지정된 대로대로 
호스트에호스트에 해당하는해당하는 베어베어 메탈메탈 노드를노드를 프로비저닝합니다프로비저닝합니다.
   

12.2.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유지관리유지관리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웹웹 콘솔에서콘솔에서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의호스트의 세부세부 정보를정보를 유지유지 관리할관리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컴퓨팅컴퓨팅 →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로호스트로 이동하여이동하여 작업작업 드롭다운드롭다운 메뉴에서메뉴에서 작업을작업을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여기에여기에

서서 BMC 세부세부 정보정보, 호스트의호스트의 MAC 주소주소 부팅부팅, 전원전원 관리관리 활성화활성화 등의등의 항목을항목을 관리할관리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네트워네트워

크크 인터페이스의인터페이스의 세부세부 정보와정보와 호스트에호스트에 대한대한 드라이브도드라이브도 검토할검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를호스트를 유지유지 관리관리 모드로모드로 이동할이동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호스트를호스트를 유지유지 관리관리 모드로모드로 이동할이동할 때때 스케스케
줄러는줄러는 모든모든 관리관리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해당해당 베어베어 메탈메탈 노드에서노드에서 이동합니다이동합니다. 유지유지 관리관리 모드에서는모드에서는 새새 워크로드가워크로드가 
예약되지예약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웹웹 콘솔에서콘솔에서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를호스트를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해제할해제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호스트호스트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해제는해제는 다음다음 작업작업
을을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1. 
      cluster.k8s.io/delete-machine: true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CR에에 주석을주석을 답니다답니다.
     

2. 
      관련관련 머신머신 세트를세트를 축소합니다축소합니다.
     

참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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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먼저먼저 데몬데몬 세트와세트와 관리되지관리되지 않는않는 정적정적 Pod를를 다른다른 노드로노드로 이동하지이동하지 않고않고 호스트의호스트의 전원전원
을을 끄면끄면 서비스가서비스가 중단되고중단되고 데이터가데이터가 손실될손실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베어베어 메탈에메탈에 컴퓨팅컴퓨팅 머신머신 추가추가
     

12.2.1. 웹웹 콘솔을콘솔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추가추가

     웹웹 콘솔의콘솔의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를호스트를 추가할추가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베어베어 메탈에메탈에 RHCOS 클러스터클러스터 설치설치
      

       cluster-admin 권한이권한이 있는있는 사용자로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로그인합니다.
      

절차절차

1. 
       웹웹 콘솔에서콘솔에서 Compute → Bare Metal Hosts로로 이동합니다이동합니다.
      

2. 
       Add Host → New with Dialog를를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3. 
       새새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의호스트의 고유고유 이름을이름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4. 
       Boot MAC address를를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5. 
       Baseboard Management Console (BMC) Address를를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6. 
       호스트의호스트의 BMC(Baseboard Management Controller)에에 대한대한 사용자사용자 인증인증 정보를정보를 입력합니입력합니

다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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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성생성 후후 호스트호스트 전원을전원을 켜도록선택하고켜도록선택하고 Create를를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8.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수와수와 일치하도록일치하도록 복제본복제본 수를수를 확장합니다확장합니다. Compute → 
MachineSets로로 이동하고이동하고 Actions 드롭다운드롭다운 메뉴에서메뉴에서 Edit Machine count을을 선택하여선택하여 클러스클러스

터에서터에서 머신머신 복제본복제본 수를수를 늘립니다늘립니다.
      

참고참고

      oc scale 명령명령 및및 적절한적절한 베어베어 메탈메탈 머신머신 세트를세트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베어베어 메탈메탈 노드노드 수를수를 관리할관리할 
수도수도 있습니다있습니다.
     

12.2.2. 웹웹 콘솔에서콘솔에서 YAML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추가추가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를호스트를 설명하는설명하는 YAML 파일을파일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웹웹 콘솔의콘솔의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를호스트를 추가추가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사용할사용할 RHCOS 컴퓨팅컴퓨팅 머신을머신을 베어메탈베어메탈 인프라에인프라에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cluster-admin 권한이권한이 있는있는 사용자로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로그인합니다.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의호스트의 Secret CR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절차절차

1. 
       웹웹 콘솔에서콘솔에서 Compute → Bare Metal Hosts로로 이동합니다이동합니다.
      

2. 
       Add Host → New from YAML을을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3. 
       아래아래 YAML을을 복사하고복사하고 붙여넣고붙여넣고 호스트의호스트의 세부세부 정보로정보로 관련관련 필드를필드를 수정합니다수정합니다.
      

apiVersion: metal3.io/v1alpha1
kind: BareMetalHost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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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credentialsName은은 유효한유효한 Secret CR을을 참조해야참조해야 합니다합니다. baremetal-operator는는 
credentialsName에서에서 참조되는참조되는 유효한유효한 Secret 없이없이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를호스트를 관리할관리할 수수 없습니없습니

다다. 시크릿시크릿 및및 보안보안 생성생성 방법에방법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보안보안 이해를이해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disableCertificateVerification 을을 true 로로 설정하면설정하면 클러스터와클러스터와 BMC(Baseboard 
Management Controller) 간간 TLS 호스트호스트 유효성유효성 검사가검사가 비활성화됩니다비활성화됩니다.
        

4. 
       Create를를 선택하여선택하여 YAML을을 저장하고저장하고 새새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를호스트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5.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수와수와 일치하도록일치하도록 복제본복제본 수를수를 확장합니다확장합니다. Compute → 
MachineSets로로 이동하고이동하고 Actions 드롭다운드롭다운 메뉴에서메뉴에서 Edit Machine count를를 선택하여선택하여 클러스클러스

터의터의 머신머신 수를수를 늘립니다늘립니다.
      

참고참고

        oc scale 명령명령 및및 적절한적절한 베어베어 메탈메탈 머신머신 세트를세트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베어베어 메탈메탈 노드노드 수수
를를 관리할관리할 수도수도 있습니다있습니다.
       

12.2.3.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수로수로 머신머신 자동자동 스케일링스케일링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BareMetalHost 오브젝트오브젝트 수와수와 일치하는일치하는 Machine 오브젝트오브젝트 수를수를 자동으로자동으로 생성하려면생성하려면 
MachineSet 오브젝트에오브젝트에 metal3.io/autoscale-to-hosts 주석을주석을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사용할사용할 RHCOS 베어베어 메탈메탈 컴퓨팅컴퓨팅 머신을머신을 설치하고설치하고 해당해당 BareMetalHost 오브오브
젝트를젝트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name: <bare_metal_host_name>
spec:
  online: true
  bmc:
    address: <bmc_address>
    credentialsName: <secret_credentials_name>  1
    disableCertificateVerification: True 2
  bootMACAddress: <host_boot_mac_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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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CLI (oc)를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cluster-admin 권한이권한이 있는있는 사용자로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로그인합니다.
      

절차절차

1. 
       metal3.io/autoscale-to-hosts 주석을주석을 추가하여추가하여 자동자동 스케일링을스케일링을 구성할구성할 머신머신 세트에세트에 주석을주석을 
답니다답니다. <machineset> 를를 머신머신 세트세트 이름으로이름으로 바꿉니다바꿉니다.
      

       새로새로 확장된확장된 머신이머신이 시작될시작될 때까지때까지 기다립니다기다립니다.
      

참고참고

      BareMetalHost 오브젝트를오브젝트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머신을머신을 생성하고생성하고 레이블레이블 또는또는 선택선택
기가기가 BareMetalHost에서에서 변경되면변경되면 Machine 오브젝트가오브젝트가 생성된생성된 MachineSet에에 대해대해 
BareMetalHost 오브젝트가오브젝트가 계속계속 계산됩니다계산됩니다.
     

12.2.4. provisioner 노드에서노드에서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제거제거

     특정특정 상황에서는상황에서는 프로비저너프로비저너 노드에서노드에서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를호스트를 일시적으로일시적으로 삭제할삭제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관리관리 콘솔을콘솔을 사용하거나사용하거나 Machine Config Pool 업데이트로업데이트로 인해인해 베어베어 메메
탈탈 호스트호스트 재부팅이재부팅이 트리거되는트리거되는 경우경우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은은 통합된통합된 Dell Remote Access 
Controller(iDrac)에에 로그인하여로그인하여 작업작업 대기열대기열 삭제를삭제를 발행합니다발행합니다.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BareMetalHost 오브젝트오브젝트 수와수와 일치하는일치하는 Machine 오브젝트오브젝트 수를수를 관리하지관리하지 않으려면않으려면 
baremetalhost.metal3.io/detached 주석을주석을 MachineSet 오브젝트에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참고참고

      이이 주석은주석은 Provisioned,ExternallyProvisioned 또는또는 Ready/Available 상태인상태인 
BareMetalHost 오브젝트에만오브젝트에만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 oc annotate machineset <machineset> -n openshift-machine-api 
'metal3.io/autoscale-to-hosts=<any_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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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사용할사용할 RHCOS 베어베어 메탈메탈 컴퓨팅컴퓨팅 머신을머신을 설치하고설치하고 해당해당 BareMetalHost 오브오브
젝트를젝트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CLI (oc)를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cluster-admin 권한이권한이 있는있는 사용자로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로그인합니다.
      

절차절차

1. 
       baremetalhost.metal3.io/detached 주석을주석을 추가하여추가하여 프로비저너프로비저너 노드에서노드에서 삭제할삭제할 컴퓨팅컴퓨팅 
머신머신 세트에세트에 주석을주석을 답니다답니다.
      

       새새 머신이머신이 시작될시작될 때까지때까지 기다립니다기다립니다.
      

참고참고

        BareMetalHost 오브젝트를오브젝트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머신을머신을 생성하고생성하고 레이블레이블 또또
는는 선택기가선택기가 BareMetalHost에서에서 변경되면변경되면 Machine 오브젝트가오브젝트가 생성된생성된 
MachineSet에에 대해대해 BareMetalHost 오브젝트가오브젝트가 계속계속 계산됩니다계산됩니다.
       

2.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사용사용 사례에서사례에서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재부팅재부팅 후후 주석을주석을 제거합니다제거합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클러스터클러스터 확장확장
      

       베어베어 메탈에서메탈에서 MachineHealthCheck
      

$ oc annotate machineset <machineset> -n openshift-machine-api 
'baremetalhost.metal3.io/detached'

$ oc annotate machineset <machineset> -n openshift-machine-api 
'baremetalhost.metal3.io/de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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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장. 대규모대규모 페이지의페이지의 기능과기능과 애플리케이션에서애플리케이션에서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사용하는사용하는 방법방법

13.1. 대규모대규모 페이지의페이지의 기능기능

    메모리는메모리는 페이지라는페이지라는 블록으로블록으로 관리됩니다관리됩니다. 대부분의대부분의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한한 페이지는페이지는 4Ki입니다입니다. 1Mi 메모리메모리

는는 256페이지와페이지와 같고같고 1Gi 메모리는메모리는 256,000페이지에페이지에 해당합니다해당합니다. CPU에는에는 하드웨어에서하드웨어에서 이러한이러한 페이지페이지 
목록을목록을 관리하는관리하는 내장내장 메모리메모리 관리관리 장치가장치가 있습니다있습니다. TLB(Translation Lookaside Buffer)는는 가상가상-물리적물리적 
페이지페이지 매핑에매핑에 대한대한 소규모소규모 하드웨어하드웨어 캐시입니다캐시입니다. TLB에에 하드웨어하드웨어 명령어로명령어로 전달된전달된 가상가상 주소가주소가 있으면있으면 
매핑을매핑을 신속하게신속하게 확인할확인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가상가상 주소가주소가 없으면없으면 TLB 누락이누락이 발생하고발생하고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기반기반 주소주소 변환변환 속도가속도가 느려져느려져 성능성능 문제가문제가 발생합니다발생합니다. TLB 크기는크기는 고정되어고정되어 있으므로있으므로 TLB 누락누락 가능성가능성

을을 줄이는줄이는 유일한유일한 방법은방법은 페이지페이지 크기를크기를 늘리는늘리는 것입니다것입니다.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는페이지는 4Ki보다보다 큰큰 메모리메모리 페이지입니다페이지입니다. x86_64 아키텍처에서아키텍처에서 일반적인일반적인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크기크기
는는 2Mi와와 1Gi입니다입니다. 다른다른 아키텍처에서는아키텍처에서는 크기가크기가 달라집니다달라집니다.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사용하려면사용하려면 애플리케이애플리케이

션이션이 인식할인식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코드를코드를 작성해야작성해야 합니다합니다. THP(투명한투명한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에서는에서는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지식지식 없없
이이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관리를관리를 자동화하려고자동화하려고 하지만하지만 한계가한계가 있습니다있습니다. 특히특히 페이지페이지 크기크기 2Mi로로 제한됩니다제한됩니다. 
THP에서는에서는 THP 조각조각 모음모음 작업으로작업으로 인해인해 메모리메모리 사용률이사용률이 높아지거나높아지거나 조각화가조각화가 발생하여발생하여 노드에서노드에서 성능성능
이이 저하될저하될 수수 있으며있으며 이로이로 인해인해 메모리메모리 페이지가페이지가 잠길잠길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러한이러한 이유로이유로 일부일부 애플리케이션은애플리케이션은 
THP 대신대신 사전사전 할당된할당된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설계설계(또는또는 권장권장)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는에서는 Pod의의 애플리케이션이애플리케이션이 사전사전 할당된할당된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할당하고할당하고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13.2. 앱에서앱에서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사용하는사용하는 방법방법

    노드에서노드에서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용량을용량을 보고하려면보고하려면 노드가노드가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사전사전 할당해야할당해야 합니다합니다. 노드는노드는 단단
일일 크기의크기의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만페이지만 사전사전 할당할할당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는페이지는 hugepages-<size> 리소스리소스 이름으로이름으로 컨테이너컨테이너 수준수준 리소스리소스 요구사항에요구사항에 따라따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여기서여기서 크기는크기는 특정특정 노드에서노드에서 지원되는지원되는 정수정수 값이값이 사용된사용된 가장가장 간단한간단한 바이너리바이너리 표현입니다표현입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노드에서노드에서 2,048KiB 페이지페이지 크기를크기를 지원하는지원하는 경우경우 예약예약 가능한가능한 리소스리소스 hugepages-2Mi를를 공개공개
합니다합니다. CPU 또는또는 메모리와메모리와 달리달리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는페이지는 초과초과 커밋을커밋을 지원하지지원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apiVersion: v1
kind: Pod
metadata:
  generateName: hugepages-volume-
spec:
  containers:
  - securityContext:
      privileged: true
    image: rhel7:latest
    command:
    -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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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ugepages의의 메모리메모리 양은양은 할당할할당할 정확한정확한 양으로양으로 지정하십시오지정하십시오. 이이 값을값을 hugepages의의 메모리메모리 
양과양과 페이지페이지 크기를크기를 곱한곱한 값으로값으로 지정하지지정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 예를예를 들어들어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크기가크기가 2MB이고이고 애플애플
리케이션에리케이션에 100MB의의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지원지원 RAM을을 사용하려면사용하려면 50개의개의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할당합니다할당합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에서 해당해당 계산을계산을 처리합니다처리합니다. 위의위의 예에서와예에서와 같이같이 100MB를를 직접직접 지지
정할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특정특정 크기의크기의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할당할당
   

    일부일부 플랫폼에서는플랫폼에서는 여러여러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크기를크기를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특정특정 크기의크기의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할당하려면할당하려면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부팅부팅 명령명령 매개변수매개변수 앞에앞에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크기크기 선택선택 매개변수매개변수 hugepagesz=<size>를를 지정지정
합니다합니다. <size> 값은값은 바이트바이트 단위로단위로 지정해야지정해야 하며하며 스케일링스케일링 접미사접미사 [kKmMgG]를를 선택적으로선택적으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기본기본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크기는크기는 default_hugepagesz=<size> 부팅부팅 매개변수로매개변수로 정의할정의할 수수 있습니있습니

다다.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요구사항요구사항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요청은요청은 제한과제한과 같아야같아야 합니다합니다. 제한은제한은 지정되었으나지정되었으나 요청은요청은 지정되지지정되지 않은않은 경경
우우 제한이제한이 기본값입니다기본값입니다.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는페이지는 Pod 범위에서범위에서 격리됩니다격리됩니다. 컨테이너컨테이너 격리는격리는 향후향후 반복에서반복에서 계획됩니다계획됩니다.
     

      대규모대규모 페이지에서페이지에서 지원하는지원하는 EmptyDir 볼륨은볼륨은 Pod 요청보다요청보다 더더 많은많은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메모리메모리

를를 사용하면사용하면 안안 됩니다됩니다.
     

      SHM_HUGETLB로로 shmget()를를 통해통해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사용하는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애플리케이션은 

    - inf
    name: example
    volumeMounts:
    - mountPath: /dev/hugepages
      name: hugepage
    resources:
      limits:
        hugepages-2Mi: 100Mi 1
        memory: "1Gi"
        cpu: "1"
  volumes:
  - name: hugepage
    emptyDir:
      medium: Huge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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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sys/vm/hugetlb_shm_group과과 일치하는일치하는 보조보조 그룹을그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실행되어야실행되어야 합니다합니다.
     

13.3. DOWNWARD API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HUGE PAGE 리소스리소스 사용사용

    Downward API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컨테이너에서컨테이너에서 사용하는사용하는 Huge Page 리소스에리소스에 대한대한 정보를정보를 삽입할삽입할 수수 있습있습
니다니다.
   

    리소스리소스 할당을할당을 환경환경 변수변수, 볼륨볼륨 플러그인플러그인 또는또는 둘둘 다로다로 삽입할삽입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컨테이너에서 개발하고개발하고 실실
행하는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은애플리케이션은 지정된지정된 볼륨에서의볼륨에서의 환경환경 변수변수 또는또는 파일을파일을 읽고읽고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는있는 리소스를리소스를 확인할확인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절차절차

1. 
      다음다음 예와예와 유사한유사한 hugepages-volume-pod.yaml 파일을파일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apiVersion: v1
kind: Pod
metadata:
  generateName: hugepages-volume-
  labels:
    app: hugepages-example
spec:
  containers:
  - securityContext:
      capabilities:
        add: [ "IPC_LOCK" ]
    image: rhel7:latest
    command:
    - sleep
    - inf
    name: example
    volumeMounts:
    - mountPath: /dev/hugepages
      name: hugepage
    - mountPath: /etc/podinfo
      name: podinfo
    resources:
      limits:
        hugepages-1Gi: 2Gi
        memory: "1Gi"
        cpu: "1"
      requests:
        hugepages-1Gi: 2Gi
    env:
    - name: REQUESTS_HUGEPAGES_1GI <.>
      valueFrom:
        resourceFieldRef:
          containerNam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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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quests.hugepages-1Gi에서에서 리소스리소스 사용을사용을 읽고읽고 값을값을 
REQUESTS_HUGEPAGES_1GI 환경환경 변수로변수로 표시하도록표시하도록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는는 
requests.hugepages-1Gi에서에서 리소스리소스 사용을사용을 읽고읽고 값을값을 파일파일 
/etc/podinfo/hugepages_1G_request로로 표시하도록표시하도록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2. 
      volume-pod.yaml 파일에서파일에서 Pod를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검증검증

1. 
      REQUESTS_HUGEPAGES_1GI 환경환경 변수변수 값을값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2. 
      /etc/podinfo/hugepages_1G_request 파일의파일의 값을값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resource: requests.hugepages-1Gi
  volumes:
  - name: hugepage
    emptyDir:
      medium: HugePages
  - name: podinfo
    downwardAPI:
      items:
        - path: "hugepages_1G_request" <.>
          resourceFieldRef:
            containerName: example
            resource: requests.hugepages-1Gi
            divisor: 1Gi

$ oc create -f hugepages-volume-pod.yaml

$ oc exec -it $(oc get pods -l app=hugepages-example -o 
jsonpath='{.items[0].metadata.name}') \
     -- env | grep REQUESTS_HUGEPAGES_1GI

REQUESTS_HUGEPAGES_1GI=2147483648

$ oc exec -it $(oc get pods -l app=hugepages-example -o 
jsonpath='{.items[0].metadata.name}') \
     -- cat /etc/podinfo/hugepages_1G_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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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출력 예예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컨테이너에서컨테이너에서 Downward API 오브젝트를오브젝트를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허용허용
     

13.4.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구성구성

    노드는노드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사용되는사용되는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사전사전 할당해야할당해야 합니합니
다다.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예약은예약은 부팅부팅 시시 예약하는예약하는 방법과방법과 런타임런타임 시시 예약하는예약하는 방법방법 두두 가지가가지가 있습니다있습니다. 부팅부팅 시시 
예약은예약은 메모리가메모리가 아직아직 많이많이 조각화되어조각화되어 있지있지 않으므로않으므로 성공할성공할 가능성이가능성이 높습니다높습니다. Node Tuning 
Operator는는 현재현재 특정특정 노드에서노드에서 대규모대규모 페이지에페이지에 대한대한 부팅부팅 시시 할당을할당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13.4.1. 부팅부팅 시시

프로세스프로세스

      노드노드 재부팅을재부팅을 최소화하려면최소화하려면 다음다음 단계를단계를 순서대로순서대로 수행해야수행해야 합니다합니다.
     

1. 
       동일한동일한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설정이설정이 필요한필요한 모든모든 노드에노드에 하나의하나의 레이블을레이블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2. 
       다음다음 콘텐츠로콘텐츠로 파일을파일을 생성하고생성하고 이름을이름을 hugepages-tuned-boottime.yaml로로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2

$ oc label node <node_using_hugepages> node-role.kubernetes.io/worker-hp=

apiVersion: tuned.openshift.io/v1
kind: Tuned
metadata:
  name: hugepages 1
  namespace: openshift-cluster-node-tuning-operator
spec:
  profile: 2
  - data: |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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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Tuned 리소스의리소스의 name을을 hugepages로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할당할할당할 profile 섹션을섹션을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일부일부 플랫폼에서는플랫폼에서는 다양한다양한 크기의크기의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지원하므로지원하므로 매개변수매개변수 순서가순서가 중요중요
합니다합니다.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풀 기반기반 일치를일치를 활성화합니다활성화합니다.
        

3. 
       Tuned hugepages 오브젝트를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4. 
       다음다음 콘텐츠로콘텐츠로 파일을파일을 생성하고생성하고 이름을이름을 hugepages-mcp.yaml로로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summary=Boot time configuration for hugepages
      include=openshift-node
      [bootloader]
      cmdline_openshift_node_hugepages=hugepagesz=2M hugepages=50 3
    name: openshift-node-hugepages

  recommend:
  - machineConfigLabels: 4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worker-hp"
    priority: 30
    profile: openshift-node-hugepages

$ oc create -f hugepages-tuned-boottime.yaml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MachineConfigPool
metadata:
  name: worker-hp
  labels:
    worker-hp: ""
spec:
  machineConfigSelector:
    matchExpressions:
      - {key: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operator: In, values: [worker,worker-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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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을풀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조각화되지조각화되지 않은않은 메모리가메모리가 충분한충분한 경우경우 worker-hp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의풀의 모든모든 노드에노드에 50개의개의 2Mi 대규모대규모 페페
이지가이지가 할당되어할당되어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주의주의

      이이 기능은기능은 현재현재 RHCOS(Red Hat Enterprise Linux CoreOS) 8.x 작업자작업자 노드에노드에

서만서만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RHEL (Red Hat Enterprise Linux) 7.x 작업자작업자 노드에서는노드에서는 현재현재 
TuneD [bootloader] 플러그인이플러그인이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13.5. TRANSPARENT HUGE PAGES 비활성화비활성화

    THP(Transparent Huge Pages)는는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생성생성, 관리관리 및및 사용하는사용하는 대부분의대부분의 측면을측면을 자동화하자동화하

려고려고 합니다합니다. THP는는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자동으로자동으로 관리하므로관리하므로 모든모든 유형의유형의 워크로드에워크로드에 대해대해 항상항상 최적으로최적으로 
처리되지는처리되지는 않습니다않습니다. THP는는 많은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애플리케이션에서 자체적으로자체적으로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처리하므로처리하므로 성능성능 저하저하
가가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따라서따라서 THP를를 비활성화하는비활성화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다음다음 단계에서는단계에서는 Node Tuning 
Operator(NTO)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THP를를 비활성화하는비활성화하는 방법을방법을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1. 
      다음다음 콘텐츠를콘텐츠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파일을파일을 생성하고생성하고 이름을이름을 thp-disable-tuned.yaml 로로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nodeSelector:
    matchLabels:
      node-role.kubernetes.io/worker-hp: ""

$ oc create -f hugepages-mcp.yaml

$ oc get node <node_using_hugepages> -o jsonpath="{.status.allocatable.hugepages-2Mi}"
100Mi



apiVersion: tuned.openshift.io/v1
kind: Tuned
metadata:
  name: thp-workers-profile
  namespace: openshift-cluster-node-tuning-operator
spec: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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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uned 오브젝트를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3. 
      활성활성 프로파일프로파일 목록을목록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검증검증

      노드노드 중중 하나에하나에 로그인하고로그인하고 일반일반 THP 검사를검사를 수행하여수행하여 노드가노드가 프로필을프로필을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적용했는적용했는

지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 data: |
      [main]
      summary=Custom tuned profile for OpenShift to turn off THP on worker nodes
      include=openshift-node

      [vm]
      transparent_hugepages=never
    name: openshift-thp-never-worker

  recommend:
  - match:
    - label: node-role.kubernetes.io/worker
    priority: 25
    profile: openshift-thp-never-worker

$ oc create -f thp-disable-tuned.yaml

$ oc get profile -n openshift-cluster-node-tuning-operator

$ cat /sys/kernel/mm/transparent_hugepage/enabled

always madvise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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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장.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짧은짧은 노드를노드를 위한위한 PERFORMANCE ADDON OPERATOR

14.1.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 이해이해

    Telco/5G 영역에서영역에서 Edge 컴퓨팅이컴퓨팅이 등장하여등장하여 대기대기 시간시간 및및 정체정체 문제를문제를 줄이고줄이고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성능을성능을 개개
선하는선하는 데데 핵심적인핵심적인 역할을역할을 하고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
   

    간단히간단히 말해말해,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데이터데이터(패킷패킷)가가 발신자에서발신자에서 수신자로수신자로 이동하고이동하고 수신자의수신자의 처리처리 후후 발신자로발신자로 
반환되는반환되는 속도를속도를 결정합니다결정합니다. 5G의의 네트워크네트워크 성능성능 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충족하려면 대기대기 시간시간 지연이지연이 가능한가능한 한한 짧짧
아지도록아지도록 네트워크네트워크 아키텍처를아키텍처를 유지보수하는유지보수하는 것이것이 중요합니다중요합니다. 평균평균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50ms인인 4G 기술에기술에 비비
해해, 5G에서는에서는 1ms 이하의이하의 대기대기 시간시간 수치에수치에 도달하는도달하는 것을것을 목표로목표로 합니다합니다. 이렇게이렇게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감소하면감소하면 
무선무선 처리량이처리량이 10배배 증가합니다증가합니다.
   

    Telco 공간에공간에 배포된배포된 많은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로제로 패킷패킷 손실이손실이 가능한가능한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요구하고요구하고 있있
습니다습니다. 제로제로 패킷패킷 손실손실 튜닝은튜닝은 네트워크네트워크 성능을성능을 저하시키는저하시키는 고유한고유한 문제를문제를 완화하는완화하는 데데 도움이도움이 됩니다됩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RHOSP(Red Hat OpenStack Platform)에서에서 제로제로 패킷패킷 손실손실 튜닝튜닝을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Edge 컴퓨팅컴퓨팅 이니셔티브는이니셔티브는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줄이는줄이는 데에도데에도 큰큰 역할을역할을 합니다합니다. 말말 그대로그대로 클라우드클라우드 엣지엣지
(Edge)에에 있어있어 사용자에게사용자에게 더더 가깝다고가깝다고 생각해생각해 보십시오보십시오. 이렇게이렇게 되면되면 멀리멀리 있는있는 데이터데이터 센터와센터와 사용자사용자 간간 
거리를거리를 크게크게 줄여줄여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응답응답 시간과시간과 성능성능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단축됩니다단축됩니다.
   

    관리자는관리자는 많은많은 엣지엣지 사이트와사이트와 로컬로컬 서비스를서비스를 중앙중앙 집중식으로집중식으로 관리하여관리하여 가능한가능한 한한 가장가장 낮은낮은 관리관리 비용비용
으로으로 모든모든 배포를배포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또한또한, 실시간실시간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과시간과 높은높은 성능을성능을 실현할실현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특정특정 노드를노드를 쉽게쉽게 배포하고배포하고 구성할구성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짧은짧은 노드는노드는 CNF(클라우드클라우드 
네이티브네이티브 네트워크네트워크 기능기능) 및및 DPDK(데이터데이터 플레인플레인 개발개발 키트키트)와와 같은같은 애플리케이션에애플리케이션에 유용합니다유용합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는에서는 현재현재 실시간실시간 실행과실행과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약약 20마이크로초마이크로초 미만의미만의 반반
응응 시간시간)을을 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해위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소프트웨어를소프트웨어를 튜닝하는튜닝하는 메커니즘메커니즘

을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이이 메커니즘에는메커니즘에는 커널커널 및및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설정설정 값값 튜닝튜닝, 커널커널 설치설치, 머신머신 
재구성이재구성이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하지만하지만 이이 방법을방법을 사용하려면사용하려면 4가지가지 Operator를를 설정해야설정해야 하며하며 수동으로수동으로 수수
행할행할 경우경우 복잡하고복잡하고 실수하기실수하기 쉬운쉬운 많은많은 구성을구성을 수행해야수행해야 합니다합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는에서는 OpenShift 애플리케이션에애플리케이션에 대해대해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 성능을성능을 실현할실현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자동자동 튜닝을튜닝을 구현하는구현하는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자는관리자는 이이 성성
능능 프로필프로필 구성을구성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보다보다 안정적인안정적인 방식으로방식으로 이러한이러한 변경을변경을 더욱더욱 쉽게쉽게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관리자관리자

는는 커널을커널을 kernel-rt로로 업데이트할지업데이트할지 여부를여부를 지정하고지정하고, Pod 인프라인프라 컨테이너를컨테이너를 포함하여포함하여 클러스터클러스터 및및 운운
영영 체제체제 하우스키핑하우스키핑 작업을작업을 위해위해 CPU를를 예약하고예약하고,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컨테이너의 CPU를를 분리하여분리하여 워크로드워크로드

를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14.1.1.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과시간과 실시간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의애플리케이션의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스레딩 정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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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은스레딩은 물리물리 CPU 프로세서프로세서 코어가코어가 두두 개의개의 논리논리 코어로코어로 작동하여작동하여 두두 개의개의 독립독립 스레드를스레드를 동동
시에시에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는있는 Intel 프로세서프로세서 기술입니다기술입니다.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을스레딩을 사용하면사용하면 병렬병렬 처리가처리가 효과적인효과적인 특정특정 워워
크로드크로드 유형에유형에 대한대한 시스템시스템 처리량이처리량이 향상시킬향상시킬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기본기본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설정에설정에

서는서는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을스레딩을 활성화하도록활성화하도록 설정해야합니다설정해야합니다.
    

     통신통신 애플리케이션의애플리케이션의 경우경우 가능한가능한 한한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최소화하도록최소화하도록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인프라를 설계하는설계하는 것것
이이 중요합니다중요합니다.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은스레딩은 성능을성능을 저하시킬저하시킬 수수 있으며있으며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짧은짧은 컴퓨팅컴퓨팅 집약적집약적 워크로드의워크로드의 
처리량에처리량에 부정적인부정적인 영향을영향을 미칠미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을스레딩을 비활성화하면비활성화하면 예측예측 가능한가능한 성능이성능이 보장되보장되

고고 이러한이러한 워크로드의워크로드의 처리처리 시간을시간을 줄일줄일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참고참고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을을 실행하는실행하는 하드웨어에하드웨어에 따라따라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스레딩 구현구현 및및 
구성이구성이 다릅니다다릅니다. 해당해당 하드웨어와하드웨어와 관련된관련된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스레딩 구현에구현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관련관련 
호스트호스트 하드웨어하드웨어 튜닝튜닝 정보를정보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을스레딩을 비활성화하면비활성화하면 클러스터클러스터 코어코어
당당 비용이비용이 증가할증가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스레딩 구성구성
      

14.2. PERFORMANCE ADDON OPERATOR 설치설치

    Performance Addon Operator는는 노드노드 세트에서세트에서 고급고급 노드노드 성능성능 튜닝을튜닝을 활성화하는활성화하는 기능을기능을 제공합니제공합니

다다.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자는관리자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CLI 또는또는 웹웹 콘솔을콘솔을 사용하여사용하여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설치할설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14.2.1. CLI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Operator 설치설치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자는관리자는 CLI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Operator를를 설치할설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전제전제 조건조건

       클러스터가클러스터가 베어베어 메탈메탈 하드웨어에하드웨어에 설치되어설치되어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OpenShift CLI(oc)를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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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admin 권한이권한이 있는있는 사용자로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로그인합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1. 
       다음다음 조치를조치를 완료하여완료하여 Performance Addon Operator의의 네임스페이스를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a. 
         openshift-performance-addon-operator 네임스페이스를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하는정의하는 다음다음 네임스페이네임스페이

스스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을을 생성하고생성하고 해당해당 YAML을을 pao-namespace.yaml 파일에파일에 저장합저장합

니다니다.
        

b.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네임스페이스를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2. 
       다음다음 오브젝트를오브젝트를 생성하여생성하여 이전이전 단계에서단계에서 생성한생성한 네임스페이스에네임스페이스에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a. 
         다음다음 OperatorGroup CR을을 생성하고생성하고 해당해당 YAML을을 pao-operatorgroup.yaml 파일에파일에 
저장합니다저장합니다.
        

b.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OperatorGroup CR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c.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후속후속 단계에단계에 필요한필요한 채널채널 값을값을 가져옵니다가져옵니다.
        

apiVersion: v1
kind: Namespace
metadata:
  name: openshift-performance-addon-operator
  annotations:
    workload.openshift.io/allowed: management

$ oc create -f pao-namespace.yaml

apiVersion: operators.coreos.com/v1
kind: OperatorGroup
metadata:
  name: openshift-performance-addon-operator
  namespace: openshift-performance-addon-operator

$ oc create -f pao-operatorgroup.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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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출력출력 예예

          

         

d. 
         다음다음 서브스크립션서브스크립션 CR을을 생성하고생성하고 해당해당 YAML을을 pao-sub.yaml 파일에파일에 저장합니다저장합니다.
        

서브스크립션의서브스크립션의 예예

          

         

 

           .status.defaultChannel 매개변수에매개변수에 이전이전 단계에서단계에서 가져온가져온 값을값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redhat-operators 값을값을 지정해야지정해야 합니다합니다.
          

e.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서브스크립션서브스크립션 오브젝트를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 oc get packagemanifest performance-addon-operator -n openshift-marketplace -
o jsonpath='{.status.defaultChannel}'

4.9

apiVersion: operators.coreos.com/v1alpha1
kind: Subscription
metadata:
  name: openshift-performance-addon-operator-subscription
  namespace: openshift-performance-addon-operator
spec:
  channel: "<channel>" 1
  name: performance-addon-operator
  source: redhat-operators 2
  sourceNamespace: openshift-marketplace

$ oc create -f pao-sub.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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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penshift-performance-addon-operator 프로젝트로프로젝트로 변경합니다변경합니다.
        

14.2.2. 웹웹 콘솔을콘솔을 사용하여사용하여 Performance Addon Operator 설치설치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자는관리자는 웹웹 콘솔을콘솔을 사용하여사용하여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설치할설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참고참고

      이전이전 섹션에서섹션에서 언급한언급한 것처럼것처럼 Namespace CR 및및 OperatorGroup CR을을 생성해야생성해야 합합
니다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1.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웹웹 콘솔을콘솔을 사용하여사용하여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설치설치
합니다합니다.
      

a.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웹웹 콘솔에서콘솔에서 Operator → OperatorHub를를 클릭합니다클릭합니다.
        

b.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Operator 목록에서목록에서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선택하고선택하고 설치설치를를 클클
릭합니다릭합니다.
        

c. 
         Install Operator 페이지에서페이지에서 All namespaces on the cluster를를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그런그런 다다
음음, 설치설치를를 클릭합니다클릭합니다.
        

2. 
       선택사항선택사항: performance-addon-operator가가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설치되었는지설치되었는지 검증합니다검증합니다.
      

a. 
         Operator → 설치된설치된 Operator 페이지로페이지로 전환합니다전환합니다.
        

b. 
         Performance Addon Operator 가가 openshift-operators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성공성공 상태로상태로 나열나열
되어되어 있는지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참고참고

$ oc project openshift-performance-addon-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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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설치설치 중에중에 Operator는는 실패실패 상태를상태를 표시할표시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나중에나중에 
Succeeded 메시지와메시지와 함께함께 설치에설치에 성공하면성공하면 실패실패 메시지를메시지를 무시할무시할 수수 있습니있습니

다다.
         

         Operator가가 설치된설치된 것으로것으로 나타나지나타나지 않으면않으면 추가추가 문제를문제를 해결할해결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Operator → 설치된설치된 Operator 페이지로페이지로 이동하고이동하고 Operator 서브스크립션서브스크립션 및및 설치설치 
계획계획 탭의탭의 상태상태에에 장애나장애나 오류가오류가 있는지있는지 검사합니다검사합니다.
          

           워크로드워크로드 → Pod 페이지로페이지로 이동하여이동하여 openshift-operators 프로젝트에서프로젝트에서 Pod 로로
그를그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14.3. PERFORMANCE ADDON OPERATOR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웹웹 콘솔을콘솔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수동으로수동으로 Performance Addon Operator의의 다음다음 마이너마이너 버전으로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업데이트 상태를상태를 모니터링할모니터링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14.3.1. Performance Addon Operator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정보정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웹웹 콘솔을콘솔을 사용하여사용하여 Operator 서브스크립션서브스크립션 채널을채널을 변경하변경하

면면 Performance Addon Operator의의 다음다음 마이너마이너 버전으로버전으로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Performance Addon Operator 설치설치 중에중에 자동자동 z-stream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활성화할활성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업데이트는업데이트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설치설치 중에중에 배포되는배포되는 Marketplace Operator를를 
통해통해 제공됩니다제공됩니다. Marketplace Operator는는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외부외부 Operator를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합합
니다니다.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완료하는완료하는 데데 걸리는걸리는 시간은시간은 네트워크네트워크 연결에연결에 따라따라 달라집니다달라집니다. 대부분의대부분의 자동자동 업업
데이트는데이트는 15분분 이내에이내에 완료됩니다완료됩니다.
      

14.3.1.1. Performance Addon Operator 업그레이드가업그레이드가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미치는미치는 영향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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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짧은짧은 튜닝이나튜닝이나 많은많은 페이지페이지 수는수는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영향을영향을 미치지미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Operator 업데이트로업데이트로 인해인해 예기치예기치 않은않은 재부팅이재부팅이 발생하지발생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14.3.1.2.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다음다음 마이너마이너 버전으로버전으로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웹웹 콘솔을콘솔을 사용하여사용하여 Operator 서브스크립션서브스크립션 채널을채널을 변경하면변경하면 수동으수동으

로로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다음다음 마이너마이너 버전으로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업그레이드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전제전제 조건조건

        cluster-admin 역할을역할을 가진가진 사용자로사용자로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액세스합니다액세스합니다.
       

절차절차

1. 
        웹웹 콘솔에콘솔에 액세스하여액세스하여 Operators → Installed Operators로로 이동합니다이동합니다.
       

2.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클릭하여클릭하여 Operator details 페이지를페이지를 엽니다엽니다.
       

3. 
        Subscription 탭을탭을 클릭하여클릭하여 Subscription details 페이지를페이지를 엽니다엽니다.
       

4. 
        Update channel 창에서창에서 버전버전 번호번호 오른쪽의오른쪽의 연필연필 아이콘을아이콘을 클릭하여클릭하여 Change 
Subscription update channel 창을창을 엽니다엽니다.
       

5. 
        다음다음 마이너마이너 버전을버전을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Performance Addon Operator 4.9로로 업그레이업그레이

드하려면드하려면 4.9를를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
       

6. 
        저장저장을을 클릭합니다클릭합니다.
       

7. 
        Operator → 설치된설치된 Operator로로 이동하여이동하여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상태를상태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다음다음 oc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상태를상태를 확인할확인할 수도수도 있습니다있습니다.
       

$ oc get csv -n openshift-performance-addon-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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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3. 이전에이전에 특정특정 네임스페이스에네임스페이스에 설치된설치된 경우경우 Performance Addon Operator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이전에이전에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특정특정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예예: openshift-
performance-addon-operator)에에 설치한설치한 경우를경우를 업그레이드하기업그레이드하기 전에전에 OperatorGroup 개체를개체를 수정하여수정하여 
targetNamespaces 항목을항목을 제거하십시오제거하십시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CLI, oc를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cluster-admin 권한이권한이 있는있는 사용자로사용자로 OpenShift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로그인합니다로그인합니다.
       

절차절차

1. 
        Performance Addon Operator OperatorGroup CR을을 편집하고편집하고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targetNamespaces 항목이항목이 포함된포함된 spec 요소를요소를 제거합니다제거합니다.
       

2. 
        OLM(Operator Lifecycle Manager)이이 변경변경 사항을사항을 처리할처리할 때까지때까지 기다립니다기다립니다.
       

3. 
        OperatorGroup CR 변경이변경이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적용되었는지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OperatorGroup CR 
spec 요소가요소가 제거되었는지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4. 
        Performance Addon Operator 업그레이드를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진행합니다.
       

14.3.2.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상태상태 모니터링모니터링

     Performance Addon Operator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상태를상태를 모니터링하는모니터링하는 가장가장 좋은좋은 방법은방법은  
CSV(ClusterServiceVersion) PHASE를를 확인하는확인하는 것입니다것입니다. 웹웹 콘솔에서콘솔에서 또는또는 oc get csv 명령을명령을 실행실행
하여하여 CSV 상태를상태를 모니터링할모니터링할 수도수도 있습니다있습니다.
    

참고참고

$ oc patch operatorgroup -n openshift-performance-addon-operator openshift-
performance-addon-operator --type json -p '[{ "op": "remove", "path": "/spec" }]'

$ oc describe -n openshift-performance-addon-operator og openshift-performance-
addon-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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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PHASE 및및 조건조건 값은값은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정보를정보를 기반으로기반으로 한한 근사치입니다근사치입니다.
     

전제전제 조건조건

       cluster-admin 역할을역할을 가진가진 사용자로사용자로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액세스합니다액세스합니다.
      

       OpenShift CLI(oc)를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절차절차

1.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2. 
       PHASE 필드를필드를 확인하여확인하여 출력을출력을 검토합니다검토합니다. 예를예를 들면들면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3. 
       get csv를를 다시다시 실행하여실행하여 출력을출력을 검증합니다검증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14.4. 실시간실시간 및및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 워크로드워크로드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 oc get csv

VERSION    REPLACES                                         PHASE
4.9.0      performance-addon-operator.v4.9.0                Installing
4.8.0                                                       Replacing

# oc get csv

NAME                                DISPLAY                      VERSION   REPLACES                            
PHASE
performance-addon-operator.v4.9.0   Performance Addon Operator   4.9.0     
performance-addon-operator.v4.8.0   Succeeded

14장장.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짧은짧은 노드를노드를 위한위한 PERFORMANCE ADDON OPERATOR

119



    많은많은 업계와업계와 조직에서조직에서 매우매우 높은높은 성능의성능의 컴퓨팅을컴퓨팅을 필요로필요로 하고하고 있으며있으며 특히특히 금융금융 및및 통신통신 업계에서는업계에서는 짧짧
고고 예측예측 가능한가능한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요구될요구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고유한고유한 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 가지고가지고 있는있는 이러한이러한 업계에서업계에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는에서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애플리케이션에애플리케이션에 대해대해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 성능과성능과 일관된일관된 응답응답 시간을시간을 실현할실현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자동자동 튜닝을튜닝을 구현하는구현하는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자는관리자는 이이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구성을구성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보다보다 안정적인안정적인 방식으로방식으로 이러한이러한 변경을변경을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관리자는관리자는 커널을커널을 kernel-rt(실시간실시간)로로 업데이트할지업데이트할지 여부를여부를 지정하고지정하고, Pod 인프라인프라 컨테이너를컨테이너를 
포함하여포함하여 클러스터클러스터 및및 운영운영 체제체제 하우스키핑하우스키핑 작업을작업을 위해위해 CPU를를 예약하고예약하고,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컨테이너의 
CPU를를 분리하여분리하여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주의주의

     보장된보장된 CPU가가 필요한필요한 애플리케이션과애플리케이션과 함께함께 실행실행 프로브를프로브를 사용하면사용하면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급증할급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올바르게올바르게 구성된구성된 네트워크네트워크 프로브프로브 세트와세트와 같은같은 기타기타 프로브를프로브를 대대
안으로안으로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14.4.1. 실시간에실시간에 대한대한 알려진알려진 제한제한 사항사항

참고참고

      대부분의대부분의 배포에서배포에서 kernel-rt는는 3개의개의 컨트롤컨트롤 플레인플레인 노드와노드와 3개의개의 작업자작업자 노드가노드가 있는있는 
표준표준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에만경우에만 작업자작업자 노드에서노드에서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배포에서는배포에서는 소형소형 노드와노드와 단일단일 노드의노드의 예외가예외가 있습니다있습니다. 단일단일 노드에노드에 설치하는설치하는 경경
우우 단일단일 컨트롤컨트롤 플레인플레인 노드에서노드에서 kernel-rt가가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실시간실시간 모드를모드를 완전히완전히 활용하려면활용하려면 상승된상승된 권한으로권한으로 컨테이너를컨테이너를 실행해야실행해야 합니다합니다. 권한권한 부여에부여에 대한대한 자자
세한세한 내용은내용은 컨테이너에컨테이너에 대한대한 기능기능 설정설정을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는에서는 허용되는허용되는 기능을기능을 제한하므로제한하므로 SecurityContext를를 생성해야생성해야 할할 
수도수도 있습니다있습니다.
    

참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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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RHCOS(Red Hat Enterprise Linux CoreOS) 시스템을시스템을 사용하는사용하는 베어베어 메탈메탈 설치에서설치에서

는는 이러한이러한 절차가절차가 완전하게완전하게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적합한적합한 성능성능 기대치를기대치를 설정한다는설정한다는 것은것은 실시간실시간 커널이커널이 만능만능 해결책이해결책이 아니라는아니라는 것을것을 나타냅니다나타냅니다. 설정설정
의의 목표는목표는 예측예측 가능한가능한 응답응답 시간을시간을 제공하는제공하는 일관되고일관되고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짧은짧은 결정성을결정성을 갖추는갖추는 것입니다것입니다. 실시실시
간간 커널에는커널에는 연관된연관된 추가추가 커널커널 오버헤드가오버헤드가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러한이러한 오버헤드는오버헤드는 주로주로 별도로별도로 예약된예약된 스레드에서스레드에서 
하드웨어하드웨어 중단을중단을 처리하는처리하는 데서데서 발생합니다발생합니다. 일부일부 워크로드에서워크로드에서 오버헤드가오버헤드가 증가하면증가하면 전반적으로전반적으로 처리량처리량 
성능이성능이 저하됩니다저하됩니다. 정확한정확한 저하저하 수치는수치는 워크로드에워크로드에 따라따라 달라지며달라지며, 범위는범위는 0%에서에서 30% 사이입니다사이입니다. 하하
지만지만 이러한이러한 저하는저하는 결정성에결정성에 대한대한 대가입니다대가입니다.
    

14.4.2. 실시간실시간 기능이기능이 있는있는 작업자작업자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1.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2. 
       선택사항선택사항: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노드를노드를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BIOS 매개변수매개변수 
설정설정을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3. 
       oc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실시간실시간 기능이기능이 필요한필요한 작업자작업자 노드에노드에 worker-rt 레이블을레이블을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4. 
       실시간실시간 노드에노드에 대한대한 새새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을풀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MachineConfigPool
metadata:
  name: worker-rt
  labels: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worker-rt
spec:
  machineConfigSelector:
    matchExpressions:
      - {
           key: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operator: In,
           values: [worker, worker-rt],
        }
  paused: false
  nodeSelector:
    matchLabels:
      node-role.kubernetes.io/worker-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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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er-rt 레이블이레이블이 있는있는 노드노드 그룹에그룹에 대해대해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풀 worker-rt 가가 생성됩니다생성됩니다.
      

5. 
       노드노드 역할역할 레이블을레이블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적절한적절한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에풀에 노드를노드를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참고참고

        실시간실시간 워크로드로워크로드로 구성된구성된 노드를노드를 결정해야결정해야 합니다합니다.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모든모든 노드노드 또또
는는 노드의노드의 하위하위 집합을집합을 구성할구성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모든모든 노드를노드를 예상하는예상하는 Performance 
Addon Operator는는 전용전용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의풀의 일부입니다일부입니다. 모든모든 노드를노드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작업자작업자 노드노드 역할역할 레이블을레이블을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가리켜야가리켜야 합니다합니다. 
서브서브 세트를세트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해당해당 노드를노드를 새새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로풀로 그룹화해야그룹화해야 합니다합니다.
       

6. 
       적절한적절한 하우스키핑하우스키핑 코어코어 세트와세트와 realTimeKernel: enabled: true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PerformanceProfile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7. 
       PerformanceProfile 에서에서 machineConfigPoolSelector 를를 설정해야설정해야 합니다합니다.
      

8. 
       레이블과레이블과 일치하는일치하는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이풀이 있는지있는지 검증합니다검증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metadata:
   name: example-performanceprofile
  spec:
  ...
    realTimeKernel:
      enabled: true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worker-rt: ""
    machineConfigPoolSelector: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worker-rt

$ oc describe mcp/worker-rt

Name:         worker-rt
Namespace:
Labels: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worker-r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 확장확장 및및 성능성능

122



       

9.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에서 노드노드 구성을구성을 시작합니다시작합니다. 이이 작업에서는작업에서는 여러여러 번번 재부팅재부팅

이이 수행될수행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노드가노드가 설정될설정될 때까지때까지 기다리십시오기다리십시오. 사용하는사용하는 하드웨어에하드웨어에 따라따라 시간이시간이 
오래오래 걸릴걸릴 수수 있으며있으며 노드당노드당 20분으로분으로 예상됩니다예상됩니다.
      

10. 
       모든모든 요소가요소가 예상대로예상대로 작동하는지작동하는지 검증하십시오검증하십시오.
      

14.4.3. 실시간실시간 커널커널 설치설치 검증검증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실시간실시간 커널이커널이 설치되었는지설치되었는지 검증합니다검증합니다.
    

     4.18.0-211.rt5.23.el8.x86_64 문자열이문자열이 포함된포함된 worker-rt 역할의역할의 작업자를작업자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14.4.4. 실시간으로실시간으로 작동하는작동하는 워크로드워크로드 생성생성

     실시간실시간 기능을기능을 사용할사용할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준비하려면준비하려면 다음다음 절차를절차를 사용하십시오사용하십시오.
    

프로세스프로세스

1. 
       QoS 클래스가클래스가 Guaranteed인인 Pod를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2. 
       선택사항선택사항: DPDK에에 대해대해 CPU 부하부하 분산을분산을 비활성화합니다비활성화합니다.
      

3. 
       적절한적절한 노드노드 선택기를선택기를 할당합니다할당합니다.
      

$ oc get node -o wide

NAME                                STATUS   ROLES            AGE  VERSION                   INTERNAL-IP
EXTERNAL-IP   OS-IMAGE                                        KERNEL-VERSION
CONTAINER-RUNTIME
rt-worker-0.example.com           Ready  worker,worker-rt   5d17h   v1.22.1
128.66.135.107   <none>             Red Hat Enterprise Linux CoreOS 46.82.202008252340-0 
(Ootpa)
4.18.0-211.rt5.23.el8.x86_64   cri-o://1.22.1-90.rhaos4.9.git4a0ac05.el8-r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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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을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작성하는 경우경우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튜닝튜닝 및및 배포배포에에 설명된설명된 일반일반 권장권장 사항을사항을 따르십시오따르십시오.
    

14.4.5. QoS 클래스가클래스가 Guaranteed인인 Pod 생성생성

     QoS 클래스가클래스가 Guaranteed로로 지정된지정된 Pod를를 생성하는생성하는 경우경우 다음다음 사항에사항에 유의하십시오유의하십시오.
    

       Pod의의 모든모든 컨테이너에는컨테이너에는 메모리메모리 제한과제한과 메모리메모리 요청이요청이 있어야있어야 하며하며 동일해야동일해야 합니다합니다.
      

       Pod의의 모든모든 컨테이너에는컨테이너에는 CPU 제한과제한과 CPU 요청이요청이 있어야있어야 하며하며 동일해야동일해야 합니다합니다.
      

     다음다음 예에서는예에서는 컨테이너가컨테이너가 하나인하나인 Pod의의 구성구성 파일을파일을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이이 컨테이너에는컨테이너에는 메모리메모리 제한과제한과 메메
모리모리 요청이요청이 있으며있으며 둘둘 다다 200MiB입니다입니다. 이이 컨테이너에는컨테이너에는 CPU 제한과제한과 CPU 요청이요청이 있으며있으며 둘둘 다다 CPU 1
개입니다개입니다.
    

1. 
       Pod를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2. 
       Pod에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정보를정보를 봅니다봅니다.
      

출력출력 예예

apiVersion: v1
kind: Pod
metadata:
  name: qos-demo
  namespace: qos-example
spec:
  containers:
  - name: qos-demo-ctr
    image: <image-pull-spec>
    resources:
      limits:
        memory: "200Mi"
        cpu: "1"
      requests:
        memory: "200Mi"
        cpu: "1"

$ oc  apply -f qos-pod.yaml --namespace=qos-example

$ oc get pod qos-demo --namespace=qos-example --output=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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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컨테이너가컨테이너가 자체자체 메모리메모리 제한은제한은 지정하지만지정하지만 메모리메모리 요청은요청은 지정하지지정하지 않으면않으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에서 제한과제한과 일치하는일치하는 메모리메모리 요청을요청을 자동으로자동으로 할할
당합니다당합니다. 마찬가지로마찬가지로, 컨테이너가컨테이너가 자체자체 CPU 제한은제한은 지정하지만지정하지만 CPU 요청은요청은 지지
정하지정하지 않으면않으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에서 제한과제한과 일치하는일치하는 CPU 요청을요청을  
자동으로자동으로 할당합니다할당합니다.
       

14.4.6. 선택사항선택사항: DPDK에에 대해대해 CPU 부하부하 분산분산 비활성화비활성화

     CPU 부하부하 분산을분산을 비활성화하거나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하는활성화하는 기능은기능은 CRI-O 수준에서수준에서 구현됩니다구현됩니다. CRI-O 아래의아래의 코코
드는드는 다음다음 요구사항이요구사항이 충족되는충족되는 경우에만경우에만 CPU 부하부하 분산을분산을 비활성화하거나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합니다활성화합니다.
    

       Pod는는 performance-<profile-name> 런타임런타임 클래스를클래스를 사용해야사용해야 합니다합니다. 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 성능성능 
프로필의프로필의 상태를상태를 보고보고 적절한적절한 이름을이름을 가져올가져올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Pod에는에는 cpu-load-balancing.crio.io: true 주석이주석이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Performance Addon Operator는는 관련관련 노드노드 아래에아래에 고성능고성능 런타임런타임 처리기처리기 구성구성 스니펫을스니펫을 생성해야생성해야 하하
고고 클러스터클러스터 아래에아래에 고성능고성능 런타임런타임 클래스를클래스를 생성해야생성해야 합니다합니다. CPU 부하부하 분산분산 구성구성 기능을기능을 활성화하는활성화하는 것것
을을 제외하고는제외하고는 기본기본 런타임런타임 처리기와처리기와 콘텐츠가콘텐츠가 동일합니다동일합니다.
    

     Pod에에 대해대해 CPU 부하부하 분산을분산을 비활성화하려면비활성화하려면 Pod 사양에사양에 다음다음 필드가필드가 포함되어야포함되어야 합니다합니다.
    

spec:
  containers:
    ...
status:
  qosClass: Guaranteed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
status:
  ...
  runtimeClass: performance-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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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CPU 관리자관리자 static 정책이정책이 활성화되어활성화되어 있는있는 경우경우 전체전체 CPU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guaranteed 
QoS가가 있는있는 Pod에에 대해서만대해서만 CPU 부하부하 분산을분산을 비활성화하십시오비활성화하십시오. 그렇지그렇지 않은않은 경우경우 CPU 
부하부하 분산을분산을 비활성화하면비활성화하면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있는있는 다른다른 컨테이너의컨테이너의 성능에성능에 영향을영향을 미칠미칠 수수 있습있습
니다니다.
     

14.4.7. 적절한적절한 노드노드 선택기선택기 할당할당

     노드에노드에 Pod를를 할당하는할당하는 기본기본 방법은방법은 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 성능성능 프로필에서프로필에서 사용한사용한 것과것과 동일한동일한 노드노드 선택기를선택기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입니다것입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노드노드 선택기를선택기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특정특정 노드에노드에 Pod 배치배치를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14.4.8. 실시간실시간 기능이기능이 있는있는 작업자에작업자에 대해대해 워크로드워크로드 예약예약

     Performance Addon Operator에서에서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위해위해 구성한구성한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에풀에 연결된연결된 노드와노드와 일일
치하는치하는 레이블레이블 선택기를선택기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노드에노드에 Pod 할당할당을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14.4.9. 보장된보장된 pod 분리분리 CPU의의 장치장치 중단중단 처리처리 관리관리

apiVersion: v1
kind: Pod
metadata:
  ...
  annotations:
    ...
    cpu-load-balancing.crio.io: "disable"
    ...
  ...
spec:
  ...
  runtimeClassName: performance-<profile_name>
  ...

apiVersion: v1
kind: Pod
metadata:
  name: example
spec:
  # ...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worker-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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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 Addon Operator는는 호스트호스트 CPU를를 pod 인프라인프라 컨테이너를컨테이너를 포함하여포함하여 클러스터클러스터 및및 운영운영 
체제체제 하우스키핑하우스키핑 작업을작업을 위해위해 예약된예약된 CPU와와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실행하는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컨테이너를 위한위한 분리된분리된 
CPU로로 나누어나누어 호스트호스트 CPU를를 관리할관리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를이를 통해통해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짧은짧은 워크로드의워크로드의 CPU를를 분리분리
된된 상태로상태로 설정할설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장치장치 중단은중단은 보장된보장된 pod가가 실행실행 중인중인 CPU를를 제외하고제외하고 CPU의의 과부하를과부하를 방지하기방지하기 위해위해 모든모든 분리된분리된 
CPU와와 예약된예약된 CPU 간에간에 균형을균형을 유지합니다유지합니다. pod에에 관련관련 주석이주석이 설정되어설정되어 있으면있으면 보장된보장된 Pod CPU가가 장장
치치 인터럽트를인터럽트를 처리하지처리하지 못합니다못합니다.
    

     새로운새로운 성능성능 프로파일프로파일 필드필드 globallyDisableIrqLoadBalancing은은 장치장치 중단을중단을 처리할지처리할지 여부를여부를 관리관리
하는하는 데데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특정특정 워크로드의워크로드의 경우경우 예약된예약된 CPU는는 장치장치 인터럽트를인터럽트를 처리하기에처리하기에 충분하지충분하지 
않으며않으며, 이러한이러한 이유로이유로 장치장치 인터럽트는인터럽트는 분리된분리된 CPU에서에서 전역적으로전역적으로 비활성화되지비활성화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기본적으기본적으

로로 Performance Addon Operator는는 분리된분리된 CPU에서에서 장치장치 인터럽트를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지비활성화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워크로드에워크로드에 대한대한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단축하기단축하기 위해위해 일부일부(전체전체) pod에는에는 장치장치 인터럽트를인터럽트를 처리하지처리하지 않기않기 위한위한  
실행실행 중인중인 CPU가가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pod 주석주석 irq-load-balancing.crio.io는는 장치장치 인터럽트의인터럽트의 처리처리 여부를여부를 정의정의
하는하는 데데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설정되어설정되어 있는있는 경우경우 CRI-O는는 pod가가 실행되는실행되는 경우에만경우에만 장치장치 인터럽트를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합비활성화합

니다니다.
    

14.4.9.1. CPU CFS 할당량할당량 비활성화비활성화

      보장된보장된 개별개별 Pod의의 CPU 제한을제한을 줄이려면줄이려면 cpu-quota.crio.io: "disable" 주석이주석이 있는있는 Pod 사양을사양을 생생
성합니다성합니다. 이이 주석은주석은 Pod 실행실행 시시 CPU를를 완전히완전히 공정한공정한 스케줄러스케줄러(CFS) 할당량을할당량을 비활성화합니다비활성화합니다. 다음다음 
Pod 사양에는사양에는 이이 주석이주석이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참고참고

       CPU 관리자관리자 static 정책이정책이 활성화되고활성화되고 전체전체 CPU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보장된보장된 QoS가가 있는있는 Pod
의의 경우경우 CPU CFS 할당량만할당량만 비활성화합니다비활성화합니다. 그러지그러지 않으면않으면 CPU CFS 할당량을할당량을 비활성화비활성화

하면하면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다른다른 컨테이너컨테이너 성능에성능에 영향을영향을 줄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14.4.9.2. Performance Addon Operator에서에서 글로벌글로벌 장치장치 인터럽트인터럽트 처리처리 비활성화비활성화

      분리된분리된 CPU 세트에세트에 대한대한 글로벌글로벌 장치장치 인터럽트를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하도록비활성화하도록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od
metadata:
  annotations:
      cpu-quota.crio.io: "disable"
spec:
    runtimeClassName: performance-<profile_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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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려면구성하려면 성능성능 프로필에서프로필에서 globallyDisableIrqLoadBalancing 필드를필드를 true로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true인인 경우경우 
충돌하는충돌하는 Pod 주석이주석이 무시됩니다무시됩니다. false인인 경우경우 IRQ 로드는로드는 모든모든 CPU에서에서 균형을균형을 유지합니다유지합니다.
     

      성능성능 프로파일프로파일 스니펫에서는스니펫에서는 이이 설정을설정을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14.4.9.3. 개별개별 pod에에 대한대한 인터럽트인터럽트 처리처리 비활성화비활성화

      개별개별 pod의의 인터럽트인터럽트 처리를처리를 비활성화하려면비활성화하려면 성능성능 프로필에서프로필에서 globallyDisableIrqLoadBalancing이이 
false 로로 설정되어설정되어 있는지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그런그런 다음다음 Pod 사양에서사양에서 irq-load-balancing.crio.io Pod 주석을주석을 
비활성화하도록비활성화하도록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다음다음 Pod 사양에는사양에는 이이 주석이주석이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14.4.10. 장치장치 인터럽트인터럽트 처리를처리를 사용하기사용하기 위해위해 성능성능 프로파일을프로파일을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Performance Addon Operator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CRD(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정의정의)를를 v1 또는또는 v1alpha1에서에서 
v2 로로 업그레이드하는업그레이드하는 경우경우 기존기존 프로필에서프로필에서 globallyDisableIrqLoadBalancing이이 true로로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참고참고

      격리된격리된 CPU 세트에세트에 대해대해 IRQ 로드로드 밸런싱이밸런싱이 비활성화되는지의비활성화되는지의 
globallyDisableIrqLoadBalancing 토글입니다토글입니다. 옵션을옵션을 true 로로 설정하면설정하면 격리된격리된 CPU 세세
트에트에 대한대한 IRQ 로드로드 밸런싱이밸런싱이 비활성화됩니다비활성화됩니다. 옵션을옵션을 false 로로 설정하면설정하면 IRQ를를 모든모든 CPU 
간에간에 분산할분산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14.4.10.1. 지원되는지원되는 API 버전버전

      Performance Addon Operator는는 성능성능 프로파일프로파일 apiVersion 필드의필드의 v2, v1, v1alpha1을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metadata:
  name: manual
spec:
  globallyDisableIrqLoadBalancing: true
...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od
metadata:
  annotations:
      irq-load-balancing.crio.io: "disable"
spec:
    runtimeClassName: performance-<profile_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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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및및 v1alpha1 API는는 동일합니다동일합니다. v2 API에는에는 기본값인기본값인 false 값을값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선택적선택적 부울부울 필드필드 
loballyDisableIrqLoadBalancing이이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14.4.10.1.1. Performance Addon Operator의의 v1alpha1에서에서 v1으로으로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Performance Addon Operator API 버전을버전을 v1alpha1에서에서 v1로로 업그레이드하는업그레이드하는 경우경우 "None" 변환변환 
전략을전략을 사용하여사용하여 v1alpha1 성능성능 프로파일이프로파일이 즉시즉시 변환되며변환되며 API 버전버전 v1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Performance 
Addon Operator에에 제공됩니다제공됩니다.
      

14.4.10.1.2. Performance Addon Operator API를를 v1alpha1 또는또는 v1에서에서 v2로로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이전이전 Performance Addon Operator API 버전에서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할업그레이드할 때때 기존기존 v1 및및 v1alpha1 성능성능 프로프로
파일은파일은 true 값으로값으로  globallyDisableIrqLoadBalancing  필드에필드에 삽입하는삽입하는 변환변환 Webhook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변변
환됩니다환됩니다.
      

14.4.11. IRQ 동적동적 로드로드 밸런싱을밸런싱을 위한위한 노드노드 구성구성

     IRQ 동적동적 로드로드 밸런싱을밸런싱을 처리하도록처리하도록 클러스터클러스터 노드를노드를 구성하려면구성하려면 다음을다음을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1. 
       cluster-admin 역할의역할의 사용자로사용자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로그인합니다로그인합니다.
      

2. 
       performance.openshift.io/v2를를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성능성능 프로파일의프로파일의 apiVersion을을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3. 
       globallyDisableIrqLoadBalancing 필드를필드를 삭제제거하거나삭제제거하거나 false로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4. 
       적절한적절한 분리분리 및및 예약된예약된 CPU를를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다음다음 스니펫에서는스니펫에서는 두두 개의개의 CPU를를 예약하는예약하는 프로프로
파일을파일을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isolated CPU 세트에서세트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Pod에에 대해대해 IRQ 로드로드 밸런싱이밸런싱이 활성화됩활성화됩

니다니다.
      

참고참고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metadata:
  name: dynamic-irq-profile
spec:
  cpu:
    isolated: 2-5
    reserved: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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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예약예약 및및 분리된분리된 CPU를를 구성하면구성하면 Pod의의 인프라인프라 컨테이너는컨테이너는 예약된예약된 CPU를를 사사
용하고용하고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는컨테이너는 분리된분리된 CPU를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5. 
       전용전용 CPU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pod를를 생성하고생성하고 irq-load-balancing.crio.io 및및 cpu-quota.crio.io 주주
석을석을 disable로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예를예를 들면들면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6. 
       performance-<profile_name> 형식으로형식으로 pod runtimeClassName을을 입력합니다입력합니다. 여기서여기서

<profile_name>은은 PerformanceProfile YAML의의 name입니다입니다 (예예: performance- dynamic-irq-
profile).
      

7. 
       노드노드 선택기를선택기를 cnf-worker 을을 대상으로대상으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8. 
       Pod가가 올바르게올바르게 실행되고실행되고 있는지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상태가상태가 running이어야이어야 하며하며 올바른올바른 cnf-
worker 노드를노드를 설정해야설정해야 합니다합니다.
      

예상예상 출력출력

apiVersion: v1
kind: Pod
metadata:
  name: dynamic-irq-pod
  annotations:
     irq-load-balancing.crio.io: "disable"
     cpu-quota.crio.io: "disable"
spec:
  containers:
  - name: dynamic-irq-pod
    image: "quay.io/openshift-kni/cnf-tests:4.9"
    command: ["sleep", "10h"]
    resources:
      requests:
        cpu: 2
        memory: "200M"
      limits:
        cpu: 2
        memory: "200M"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worker-cnf: ""
  runtimeClassName: performance-dynamic-irq-profile
...

$ oc get pod -o 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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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RQ 동적동적 로드로드 밸런싱을밸런싱을 위해위해 구성된구성된 Pod가가 실행되는실행되는 CPU를를 가져옵니다가져옵니다.
      

예상예상 출력출력

        

       

10. 
       노드노드 구성이구성이 올바르게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구성을구성을 확인하려면확인하려면 노드에노드에 SSH를를 실행합실행합

니다니다.
      

예상예상 출력출력

        

       

11. 

NAME              READY   STATUS    RESTARTS   AGE     IP             NODE          
NOMINATED NODE   READINESS GATES
dynamic-irq-pod   1/1     Running   0          5h33m   <ip-address>   <node-name>   
<none>           <none>

$ oc exec -it dynamic-irq-pod -- /bin/bash -c "grep Cpus_allowed_list /proc/self/status | 
awk '{print $2}'"

Cpus_allowed_list:  2-3

$ oc debug node/<node-name>

Starting pod/<node-name>-debug ...
To use host binaries, run `chroot /host`

Pod IP: <ip-address>
If you don't see a command prompt, try pressing enter.

sh-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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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드노드 파일파일 시스템을시스템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는지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예상예상 출력출력

        

       

12. 
       기본기본 시스템시스템 CPU 선호도선호도 마스크에마스크에 dynamic-irq-pod CPU (예예: CPU 2 및및 3)가가 포함되지포함되지 않도않도
록록 합니다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13. 
       IRQ가가 dynamic-irq-pod CPU에서에서 실행되도록실행되도록 구성되어구성되어 있지있지 않은지않은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sh-4.4# chroot /host

sh-4.4#

$ cat /proc/irq/default_smp_affinity

33

find /proc/irq/ -name smp_affinity_list -exec sh -c 'i="$1"; mask=$(cat $i); file=$(echo 
$i); echo $file: $mask' _ {} \;

/proc/irq/0/smp_affinity_list: 0-5
/proc/irq/1/smp_affinity_list: 5
/proc/irq/2/smp_affinity_list: 0-5
/proc/irq/3/smp_affinity_list: 0-5
/proc/irq/4/smp_affinity_list: 0
/proc/irq/5/smp_affinity_list: 0-5
/proc/irq/6/smp_affinity_list: 0-5
/proc/irq/7/smp_affinity_list: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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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일부 IRQ 컨트롤러는컨트롤러는 IRQ 재조정을재조정을 지원하지지원하지 않으며않으며 항상항상 모든모든 온라인온라인 CPU를를 IRQ 마스크로마스크로 공개합공개합

니다니다. 이러한이러한 IRQ 컨트롤러는컨트롤러는 CPU 0에서에서 효과적으로효과적으로 실행됩니다실행됩니다. 호스트호스트 구성에구성에 대한대한 보다보다 자세한자세한 내용내용
은은 호스트로호스트로 SSH를를 실행하고실행하고 <irq-num>을을 쿼리할쿼리할 CPU 번호를번호를 입력하여입력하여 다음을다음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14.4.12.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스레딩 구성구성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을스레딩을 구성하려면구성하려면 성능성능 프로파일의프로파일의 CPU 스레스레
드를드를 예약예약 또는또는 분리된분리된 CPU 풀에풀에 구성된구성된 동일한동일한 코어로코어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참고참고

      성능성능 프로파일을프로파일을 구성하고구성하고 호스트의호스트의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스레딩 구성을구성을 변경하는변경하는 경우경우 
PerformanceProfile YAML의의 CPU isolated 및및 reserved 필드를필드를 새새 구성과구성과 일치하도록일치하도록 
업데이트해야업데이트해야 합니다합니다.
     

/proc/irq/8/smp_affinity_list: 4
/proc/irq/9/smp_affinity_list: 4
/proc/irq/10/smp_affinity_list: 0-5
/proc/irq/11/smp_affinity_list: 0
/proc/irq/12/smp_affinity_list: 1
/proc/irq/13/smp_affinity_list: 0-5
/proc/irq/14/smp_affinity_list: 1
/proc/irq/15/smp_affinity_list: 0
/proc/irq/24/smp_affinity_list: 1
/proc/irq/25/smp_affinity_list: 1
/proc/irq/26/smp_affinity_list: 1
/proc/irq/27/smp_affinity_list: 5
/proc/irq/28/smp_affinity_list: 1
/proc/irq/29/smp_affinity_list: 0
/proc/irq/30/smp_affinity_list: 0-5

$ cat /proc/irq/<irq-num>/effective_aff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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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주의

      이전에이전에 활성화된활성화된 호스트호스트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스레딩 구성을구성을 비활성화하면비활성화하면 
PerformanceProfile YAML에에 나열된나열된 CPU 코어코어 ID가가 올바르지올바르지 않을않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렇게렇게 잘못된잘못된 구성으로구성으로 인해인해 나열된나열된 CPU를를 더더 이상이상 찾을찾을 수수 없으므로없으므로 노드를노드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게없게 될될 가능성이가능성이 있습니다있습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cluster-admin 역할의역할의 사용자로사용자로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OpenShift CLI(oc)를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절차절차

1. 
       구성할구성할 호스트의호스트의 모든모든 CPU에서에서 실행중인실행중인 스레드를스레드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로그인하고로그인하고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호스트호스트 CPU에서에서 실행중인실행중인 스레드를스레드를 볼볼 수수 있있
습니다습니다.
      

출력출력 예예

        

       



$ lscpu --all --extended

CPU NODE SOCKET CORE L1d:L1i:L2:L3 ONLINE MAXMHZ    MINMHZ
0   0    0      0    0:0:0:0       yes    4800.0000 400.0000
1   0    0      1    1:1:1:0       yes    4800.0000 400.0000
2   0    0      2    2:2:2:0       yes    4800.0000 400.0000
3   0    0      3    3:3:3:0       yes    4800.0000 400.0000
4   0    0      0    0:0:0:0       yes    4800.0000 400.0000
5   0    0      1    1:1:1:0       yes    4800.0000 400.0000
6   0    0      2    2:2:2:0       yes    4800.0000 400.0000
7   0    0      3    3:3:3:0       yes    4800.0000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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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예에서는예에서는 4개의개의 물리적물리적 CPU 코어에서코어에서 실행실행 중인중인 논리논리 CPU 코어가코어가 8개개 있습니다있습니다. CPU0 
및및 CPU4는는 물리적물리적 Core0에서에서 실행되고실행되고 CPU1 및및 CPU5는는 물리적물리적 Core 1에서에서 실행되고실행되고 있습니있습니

다다.
      

       또는또는 특정특정 물리적물리적 CPU 코어코어(다음다음 예에서는예에서는cpu0)에에 설정된설정된 스레드를스레드를 보려면보려면 명령명령 프롬프트프롬프트

를를 열고열고 다음을다음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2. 
       PerformanceProfile YAML에서에서 분리분리 및및 예약된예약된 CPU를를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논리논리 코어코어  
CPU0 및및 CPU4를를 분리하여분리하여 논리논리 코어코어 CPU1을을 CPU3 으로으로, CPU5를를 예약예약 된된 대로대로 CPU7로로 설정설정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예약예약 및및 분리된분리된 CPU를를 구성하면구성하면 Pod의의 인프라인프라 컨테이너는컨테이너는 예약된예약된 CPU를를 사용사용
하고하고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는컨테이너는 분리된분리된 CPU를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참고참고

        예약된예약된 CPU 풀과풀과 분리된분리된 CPU 풀은풀은 중복되지중복되지 않아야않아야 하며하며 함께함께 작업자작업자 노드노드
의의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모든모든 코어에코어에 걸쳐걸쳐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중요중요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은스레딩은 대부분의대부분의 Intel 프로세서에서프로세서에서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활성화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하이하이
퍼퍼 스레딩을스레딩을 활성화하면활성화하면 특정특정 코어에서코어에서 처리되는처리되는 모든모든 스레드를스레드를 동일한동일한 코어에서코어에서 분리하거분리하거

나나 처리해야처리해야 합니다합니다.
     

14.4.12.1. 지연지연 시간이시간이 짧은짧은 애플리케이션의애플리케이션의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스레딩 비활성화비활성화

$ cat /sys/devices/system/cpu/cpu0/topology/thread_siblings_list

0-4

...
  cpu:
    isolated: 0,4
    reserved: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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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지연 시간이시간이 짧은짧은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위해위해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구성할구성할 때때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배포하기배포하기 전에전에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을스레딩을 
비활성화할지비활성화할지 여부를여부를 고려하십시오고려하십시오.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을스레딩을 비활성화하려면비활성화하려면 다음을다음을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1. 
        하드웨어하드웨어 및및 토폴로지에토폴로지에 적합한적합한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2. 
        nosmt를를 추가추가 커널커널 인수로인수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다음다음 성능성능 프로파일프로파일 예에서는예에서는 이이 설정에설정에 대해대해 설명설명
합니다합니다.
       

참고참고

         예약예약 및및 분리된분리된 CPU를를 구성하면구성하면 Pod의의 인프라인프라 컨테이너는컨테이너는 예약된예약된 CPU를를  
사용하고사용하고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는컨테이너는 분리된분리된 CPU를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14.5.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실현하도록실현하도록 노드노드 튜닝튜닝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면사용하면 특정특정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에풀에 속한속한 노드의노드의 대기대기 시간시간 튜닝튜닝 측면을측면을 제어할제어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설정을설정을 지정하면지정하면 PerformanceProfile 오브젝트가오브젝트가 실제실제 노드노드 수준수준 튜닝을튜닝을 수행하는수행하는 여러여러 오브젝트로오브젝트로 컴파컴파
일됩니다일됩니다.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metadata:
  name: example-performanceprofile
spec:
  additionalKernelArgs:
    - nmi_watchdog=0
    - audit=0
    - mce=off
    - processor.max_cstate=1
    - idle=poll
    - intel_idle.max_cstate=0
    - nosmt
  cpu:
    isolated: 2-3
    reserved: 0-1
  hugepages:
    defaultHugepagesSize: 1G
    pages:
      - count: 2
        node: 0
        size: 1G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performance: ''
  realTimeKernel:
    enabled: true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 확장확장 및및 성능성능

136



      MachineConfig 파일은파일은 노드를노드를 조작합니다조작합니다.
     

      KubeletConfig 파일은파일은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관리자, CPU 관리자관리자 및및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노노
드를드를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Tuned 프로필은프로필은 Node Tuning Operator를를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커널을커널을 kernel-rt로로 업데이트할지업데이트할지 여부를여부를 지정하고지정하고,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할당하할당하

고고, CPU를를 분할하여분할하여 하우스키핑하우스키핑 작업작업 수행수행 또는또는 워크로드워크로드 실행에실행에 사용할사용할 CPU를를 분할할분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참고참고

     PerformanceProfile 오브젝트를오브젝트를 수동으로수동으로 생성하거나생성하거나 PPC(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생성생성)를를 사용사용
하여하여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생성할생성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PPC에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아래아래 추가추가 리소스를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성능성능 프로파일의프로파일의 예예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metadata:
 name: performance
spec:
 cpu:
  isolated: "5-15" 1
  reserved: "0-4" 2
 hugepages:
  defaultHugepagesSize: "1G"
  pages:
  - size: "1G"
    count: 16
    node: 0
 realTimeKernel:
  enabled: true  3
 numa:  4
  topologyPolicy: "best-effort"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worker-cnf: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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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이 필드를필드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워크로드의워크로드의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와컨테이너와 함께함께 사용할사용할 특정특정 CPU를를 분리합니다분리합니다.
     

 

      이이 필드를필드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하우스키핑을하우스키핑을 위해위해 인프라인프라 컨테이너와컨테이너와 함께함께 사용할사용할 특정특정 CPU를를 예약합니다예약합니다.
     

 

      이이 필드를필드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노드에노드에 실시간실시간 커널을커널을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유효한유효한 값은값은 true 또는또는 false입니다입니다. true 
값을값을 설정하면설정하면 실시간실시간 커널이커널이 설치됩니다설치됩니다.
     

 

      이이 필드를필드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관리자 정책을정책을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유효한유효한 값은값은 none(기본값기본값), best-
effort, restricted 및및 single-numa-node입니다입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토폴로지토폴로지 관리자관리자 정책정책을을 참조하십시참조하십시

오오.
     

 

      이이 필드를필드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특정특정 노드에노드에 성능성능 프로파일을프로파일을 적용할적용할 노드노드 선택기를선택기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생성기생성기(PPC)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생성하는생성하는 방법에방법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성성
능능 프로필프로필 생성을생성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14.5.1.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구성구성

     노드는노드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사용되는사용되는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사전사전 할당해야할당해야 합니합니
다다.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특정특정 노드에노드에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할당하십시오할당하십시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는에서는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생성하고생성하고 할당하는할당하는 방법을방법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Performance Addon Operator는는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더더 쉽게쉽게 이이 작업을작업을 수행하는수행하는 방법을방법을 제공합니제공합니

다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성능성능 프로필의프로필의 hugepages pages 섹션에서섹션에서 size, count 및및 node(선택사항선택사항)로로 된된 여러여러 블록블록
을을 지정할지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hugepages:
   defaultHugepagesSize: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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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de는는 대규모대규모 페이지가페이지가 할당된할당된 NUMA 노드입니다노드입니다. node를를 생략하면생략하면 페이지가페이지가 모든모든 NUMA 노노
드에드에 균등하게균등하게 분산됩니다분산됩니다.
      

참고참고

      관련관련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풀 상태에상태에 업데이트가업데이트가 완료된완료된 것으로것으로 나타날나타날 때까지때까지 기다립니다기다립니다.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할당하기할당하기 위해위해 수행해야수행해야 하는하는 구성구성 단계는단계는 이것이이것이 전부입니다전부입니다.
    

검증검증

       구성을구성을 검증하려면검증하려면 노드의노드의 /proc/meminfo 파일을파일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출력출력 예예

        

       

       oc describe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새새 크기를크기를 보고합니다보고합니다.
      

   pages:
   - size:  "1G"
     count:  4
     node:  0 1

$ oc debug node/ip-10-0-141-105.ec2.internal

# grep -i huge /proc/meminfo

AnonHugePages:    ###### ##
ShmemHugePages:        0 kB
HugePages_Total:       2
HugePages_Free:        2
HugePages_Rsvd:        0
HugePages_Surp:        0
Hugepagesize:       #### ##
Hugetl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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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출력 예예

        

       

14.5.2. 여러여러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크기크기 할당할당

     동일한동일한 컨테이너에서컨테이너에서 다양한다양한 크기의크기의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요청할요청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경우경우 다양한다양한 대규모대규모 페이페이
지지 크기크기 요구사항이요구사항이 있는있는 컨테이너로컨테이너로 구성된구성된 더더 복잡한복잡한 Pod를를 정의할정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1G 및및 2M 크기를크기를 정의할정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그러면그러면 Performance Addon Operator가가 다음과다음과 같같
이이 노드에서노드에서 크기를크기를 둘둘 다다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14.5.3. 인프라인프라 및및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의컨테이너의 CPU 제한제한

     일반일반 하우스키핑하우스키핑 및및 워크로드워크로드 작업은작업은 대기대기 시간에시간에 민감한민감한 프로세스에프로세스에 영향을영향을 줄줄 수수 있는있는 방식으로방식으로 CPU
를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컨테이너컨테이너 런타임은런타임은 모든모든 온라인온라인 CPU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모든모든 컨테이너를컨테이너를 함께함께 실행실행
하여하여 컨텍스트컨텍스트 전환과전환과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급증할급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CPU를를 파티셔닝하면파티셔닝하면 유휴유휴 프로세스가프로세스가 서로서로 분리분리
되어되어 대기대기 시간에시간에 민감한민감한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방해하지방해하지 못합니다못합니다. 다음다음 표는표는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노드를노드를 조정한조정한 후후 CPU에서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방법을방법을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표표 14.1. 프로세스의프로세스의 CPU 할당할당

프로세스프로세스 유형유형 세부세부 정보정보

$ oc describe node worker-0.ocp4poc.example.com | grep -i huge

                                   hugepages-1g=true
 hugepages-###:  ###
 hugepages-###:  ###

spec:
  hugepages:
    defaultHugepagesSize: 1G
    pages:
    - count: 1024
      node: 0
      size: 2M
    - count: 4
      node: 1
      size: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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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stable 및 BestEffort Pod 대기 시간이 짧은 워크로드가 실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
고 모든 CPU에서 실행됩니다.

인프라 Pod 대기 시간이 짧은 워크로드가 실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
고 모든 CPU에서 실행됩니다.

인터럽트 예약된 CPU로 리디렉션(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7 이상에서 선택 사항)

커널 프로세스 예약된 CPU에 대한 고정

대기 시간에 민감한 워크로드 Pod 격리된 풀에서 특정 전용 CPU 집합에 고정

OS 프로세스/시스템 서비스 예약된 CPU에 대한 고정

프로세스프로세스 유형유형 세부세부 정보정보

     모든모든 QoS 프로세스프로세스 유형유형, Burstable,BestEffort 또는또는 Guaranteed 의의 Pod에에 대해대해 노드에노드에 있는있는 코어의코어의 
할당할당 가능가능 용량은용량은 격리된격리된 풀의풀의 용량과용량과 동일합니다동일합니다. 예약된예약된 풀의풀의 용량은용량은 클러스터클러스터 및및 운영운영 체제체제 하우스키핑하우스키핑 
작업에서작업에서 사용할사용할 노드의노드의 총총 코어코어 용량에서용량에서 제거됩니다제거됩니다.
    

예시예시 1

      노드에는노드에는 100개의개의 코어코어 용량이용량이 있습니다있습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자는관리자는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분리된분리된 풀에풀에 50
개의개의 코어를코어를 할당하고할당하고 예약된예약된 풀에풀에 50개의개의 코어를코어를 할당합니다할당합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자는관리자는 BestEffort 또는또는 
Burstable Pod에에 대해대해 QoS가가 보장된보장된 Pod 및및 25개의개의 코어를코어를 25개에개에 할당합니다할당합니다. 이는이는 격리된격리된 풀의풀의 용량용량
과과 일치합니다일치합니다.
     

예시예시 2

      노드에는노드에는 100개의개의 코어코어 용량이용량이 있습니다있습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자는관리자는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분리된분리된 풀에풀에 50
개의개의 코어를코어를 할당하고할당하고 예약된예약된 풀에풀에 50개의개의 코어를코어를 할당합니다할당합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자는관리자는 QoS가가 보장된보장된 Pod에에 
50개의개의 코어를코어를 할당하고할당하고 BestEffort 또는또는 Burstable Pod의의 코어코어 1개를개를 할당합니다할당합니다. 이는이는 하나의하나의 코어로코어로 
격리된격리된 풀의풀의 용량을용량을 초과합니다초과합니다. CPU 용량이용량이 부족하여부족하여 Pod 예약에예약에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사용할사용할 정확한정확한 파티셔닝파티셔닝 패턴은패턴은 하드웨어하드웨어, 워크로드워크로드 특성특성 및및 예상예상 시스템시스템 부하와부하와 같은같은 여러여러 요인에요인에 따따
라라 다릅니다다릅니다. 일부일부 샘플샘플 사용사용 사례는사례는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대기대기 시간에시간에 민감한민감한 워크로드가워크로드가 NIC(네트워크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컨트롤러컨트롤러)와와 같은같은 특정특정 하드웨어하드웨어

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격리된격리된 풀의풀의 CPU가가 이이 하드웨어에하드웨어에 최대한최대한 가까운지가까운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최소한최소한 동일한동일한 
NUMA(Non-Uniform Memory Access) 노드에노드에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배치해야배치해야 합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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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된예약된 풀은풀은 모든모든 인터럽트를인터럽트를 처리하는처리하는 데데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시스템시스템 네트워킹에네트워킹에 따라따라 들어오는들어오는 모모
든든 패킷패킷 인터럽트를인터럽트를 처리할처리할 충분한충분한 크기의크기의 예약예약 풀을풀을 할당합니다할당합니다. 4.9 이상이상 버전에서버전에서 워크로드는워크로드는 
선택적으로선택적으로 민감하게민감하게 레이블이레이블이 지정될지정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예약예약 및및 격리된격리된 파티션에파티션에 특정특정 CPU를를 사용해야사용해야 하는하는 결정에는결정에는 상세한상세한 분석과분석과 측정이측정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장치장치
와와 메모리의메모리의 NUMA 선호도와선호도와 같은같은 요인은요인은 역할을역할을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선택선택 사항은사항은 워크로드워크로드 아키텍처아키텍처 및및 특정특정 사사
용용 사례에사례에 따라따라 달라집니다달라집니다.
    

중요중요

      예약된예약된 CPU 풀과풀과 분리된분리된 CPU 풀은풀은 중복되지중복되지 않아야않아야 하며하며 함께함께 작업자작업자 노드의노드의 사용사용 가가
능한능한 모든모든 코어에코어에 걸쳐걸쳐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하우스키핑하우스키핑 작업과작업과 워크로드가워크로드가 서로서로 방해하지방해하지 않도록않도록 하려면하려면 성능성능 프로필의프로필의 spec 섹션에섹션에 두두 개의개의 CPU 
그룹을그룹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isolated -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컨테이너 워크로드의워크로드의 CPU를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이러한이러한 CPU는는 대기대기 시간시간
이이 가장가장 짧습니다짧습니다. 이이 그룹의그룹의 프로세스에는프로세스에는 중단이중단이 발생하지발생하지 않으므로않으므로 예를예를 들어들어 프로세스가프로세스가 훨씬훨씬 
더더 높은높은 DPDK 제로제로 패킷패킷 손실손실 대역폭에대역폭에 도달할도달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eserved - 클러스터클러스터 및및 운영운영 체제체제 하우스키핑하우스키핑 작업의작업의 CPU를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예약예약 된된 그룹의그룹의 스스
레드가레드가 사용사용 중인중인 경우가경우가 많습니다많습니다. 예약예약 된된 그룹에서그룹에서 대기대기 시간에시간에 민감한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을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실행하

지지 마십시오마십시오. 대기대기 시간에시간에 민감한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은애플리케이션은 격리된격리된 그룹에서그룹에서 실행됩니다실행됩니다.
      

절차절차

1. 
       환경의환경의 하드웨어하드웨어 및및 토폴로지에토폴로지에 적합한적합한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만듭니다만듭니다.
      

2. 
       인프라인프라 및및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컨테이너에 대해대해 reserved 및및 isolated하려는하려는 CPU와와 함께함께 예약예약 및및 
격리된격리된 매개변수를매개변수를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metadata:
  name: infra-cpus
spec:
  cpu:
    reserved: "0-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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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클러스터 및및 운영운영 체제체제 하우스키핑하우스키핑 작업을작업을 수행하기수행하기 위해위해 인프라인프라 컨테이너의컨테이너의 CPU를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컨테이너가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실행하는실행하는 CPU를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선택선택 사항사항: 노드노드 선택기를선택기를 지정하여지정하여 특정특정 노드에노드에 성능성능 프로파일을프로파일을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보장된보장된 pod 분리분리 CPU의의 장치장치 중단중단 처리처리 관리관리
      

       QoS 클래스클래스 Guaranteed가가 할당되는할당되는 Pod 생성생성
      

14.6.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NIC 큐큐 단축단축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사용하면사용하면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구성하여구성하여 각각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에장치에 대해대해 NIC(네네
트워크트워크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컨트롤러컨트롤러) 대기열대기열 수를수를 조정할조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장치장치 네트워크네트워크 대기열을대기열을 사용하면사용하면 서로서로 다다
른른 물리적물리적 대기열대기열 간에간에 패킷을패킷을 배포할배포할 수수 있으며있으며 각각 대기열은대기열은 패킷패킷 처리를처리를 위해위해 별도의별도의 스레드를스레드를 가져옵니가져옵니

다다.
   

    실시간실시간 또는또는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분리된분리된 CPU에에 고정된고정된 불필요한불필요한 인터럽트인터럽트 요청요청 라인라인(IRQ)을을 예예
약약 또는또는 하우스키핑하우스키핑 CPU로로 이동해야이동해야 합니다합니다.
   

    시스템이시스템이 필요한필요한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배포에서배포에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네트워킹네트워킹 또는또는 DPDK(Data 
Plane Development Kit) 워크로드와의워크로드와의 혼합혼합 배포에서배포에서 우수한우수한 처리량을처리량을 달성하려면달성하려면 여러여러 대기열이대기열이 필요필요
하며하며 NIC 큐큐 수는수는 조정되거나조정되거나 변경되지변경되지 않아야않아야 합니다합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단축하려면단축하려면 DPDK 기반기반 워워
크로드의크로드의 NIC 대기열대기열 수를수를 예약예약 또는또는 하우스키핑하우스키핑 CPU 수만큼수만큼 줄여야줄여야 합니다합니다.
   

    각각 CPU에에 대해대해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많은많은 대기열이대기열이 생성되며생성되며 낮은낮은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위해위해 튜닝할튜닝할 때때 하우스키핑하우스키핑 
CPU에에 대한대한 인터럽트인터럽트 테이블에테이블에 맞지맞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큐큐 수를수를 줄이면줄이면 적절한적절한 튜닝이튜닝이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 큐큐 수가수가 적을적을

    isolated: "5-8" 2
  nodeSelector: 3
    node-role.kubernetes.io/wor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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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수록 IRQ 테이블에테이블에 맞는맞는 인터럽트인터럽트 수가수가 적다는적다는 것을것을 의미합니다의미합니다.
   

14.6.1. 성능성능 프로파일을프로파일을 사용하여사용하여 NIC 큐큐 조정조정

     성능성능 프로파일을프로파일을 사용하면사용하면 각각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의장치의 대기열대기열 수를수를 조정할조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지원되는지원되는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는장치는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비가상비가상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장치
      

       멀티멀티 큐큐(채널채널)를를 지원하는지원하는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장치
      

     지원되지지원되지 않는않는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는장치는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Pure Software 네트워크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블록블록 장치장치
      

       Intel DPDK 가상가상 기능기능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cluster-admin 역할을역할을 가진가진 사용자로사용자로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액세스합니다액세스합니다.
      

       OpenShift CLI(oc)를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절차절차

1. 
       cluster-admin 권한이권한이 있는있는 사용자로사용자로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실행하는실행하는 
OpenShift Container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로그인합니다로그인합니다.
      

2. 
       하드웨어하드웨어 및및 토폴로지에토폴로지에 적합한적합한 성능성능 프로파일을프로파일을 만들고만들고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프로파일프로파일 생성에생성에 대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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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지침은 "성능성능 프로파일프로파일 생성생성" 섹션을섹션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3. 
       생성된생성된 성능성능 프로파일을프로파일을 편집합니다편집합니다.
      

4. 
       spec 필드를필드를 net 오브젝트로오브젝트로 채웁니다채웁니다. 오브젝트오브젝트 목록에는목록에는 다음다음 두두 개의개의 필드가필드가 포함될포함될 수수 있있
습니다습니다.
      

         userLevelNetworking은은 부울부울 플래그로플래그로 지정된지정된 필수필수 필드입니다필드입니다. 
userLevelNetworking이이 true인인 경우경우 지원되는지원되는 모든모든 장치에장치에 대해대해 대기열대기열 수가수가 예약된예약된 CPU 
수로수로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기본값은기본값은 false입니다입니다.
        

         devices는는 예약된예약된 CPU 수로수로 큐를큐를 설정할설정할 장치장치 목록을목록을 지정하는지정하는 선택적선택적 필드입니다필드입니다. 장장
치치 목록이목록이 비어비어 있으면있으면 구성이구성이 모든모든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에장치에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구성은구성은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interfacename: 이이 필드는필드는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이름을이름을 지정하고지정하고, 양수양수 또는또는 음수일음수일 수수 있있
는는 쉘쉘 스타일스타일 와일드카드를와일드카드를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와일드카드와일드카드 구문의구문의 예는예는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string> .*
            

             음수음수 규칙규칙 앞에는앞에는 느낌표가느낌표가 붙습니다붙습니다. 제외된제외된 목록이목록이 아닌아닌 모든모든 장치에장치에 넷넷 큐큐 
변경변경 사항을사항을 적용하려면적용하려면 !<device>를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예예: !eno1).
            

           vendorID: 접두사가접두사가 0x인인 16비트비트 16진수로진수로 표시되는표시되는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장치 공급업체공급업체 ID
입니다입니다.
          

           deviceID: 0x 접두사가접두사가 있는있는 16비트비트 16진수로진수로 표시되는표시되는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장치 ID(모델모델)입입
니다니다.
          

참고참고

$ oc edit -f <your_profile_name>.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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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deviceID가가 지정되어지정되어 있는있는 경우경우 vendorID도도 정의해야정의해야 합니다합니다. 장장
치치 항목항목 interfaceName, vendorID, vendorID 및및 deviceID의의 쌍에쌍에 지정된지정된 
모든모든 장치장치 식별자와식별자와 일치하는일치하는 장치는장치는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로장치로 간주됩니다간주됩니다. 그러면그러면 
이이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의장치의 네트워크네트워크 대기열대기열 수가수가 예약된예약된 CPU 수로수로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두두 개개 이상의이상의 장치가장치가 지정되면지정되면 네트워크네트워크 대기열대기열 수가수가 해당해당 장치장치 중중  
하나와하나와 일치하는일치하는 모든모든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로장치로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5. 
       다음다음 예제예제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대기열대기열 수를수를 모든모든 장치에장치에 예약된예약된 CPU 수로수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6. 
       다음다음 예제예제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정의된정의된 장치장치 식별자와식별자와 일치하는일치하는 모든모든 장치에장치에 대해대해 대기열대기열 
수를수를 예약된예약된 CPU 수로수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7.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metadata:
  name: manual
spec:
  cpu:
    isolated: 3-51,54-103
    reserved: 0-2,52-54
  net:
    userLevelNetworking: true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worker-cnf: ""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metadata:
  name: manual
spec:
  cpu:
    isolated: 3-51,54-103
    reserved: 0-2,52-54
  net:
    userLevelNetworking: true
    devices:
    - interfaceName: “eth0”
    - interfaceName: “eth1”
    - vendorID: “0x1af4”
    - deviceID: “0x1000”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worker-cn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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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다음 예제예제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이름이름 eth로로 시작하는시작하는 모든모든 장치에장치에 대해대해 대기열대기열 
수를수를 예약된예약된 CPU 수로수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8. 
       이이 예제예제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이름이이름이 eno1 이외의이외의 인터페이스가인터페이스가 있는있는 모든모든 장치에장치에 대해대해 
대기열대기열 수를수를 예약된예약된 CPU 수로수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9.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이름이름 eth0, 0x1af4의의 vendorID 및및 0x1000의의 deviceID는는 모든모든 장치에장치에 대해대해 대기대기
열열 수를수를 예약된예약된 CPU 수로수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성능성능 프로파일프로파일 예는예는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metadata:
  name: manual
spec:
  cpu:
    isolated: 3-51,54-103
    reserved: 0-2,52-54
  net:
    userLevelNetworking: true
    devices:
    - interfaceName: “eth*”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worker-cnf: ""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metadata:
  name: manual
spec:
  cpu:
    isolated: 3-51,54-103
    reserved: 0-2,52-54
  net:
    userLevelNetworking: true
    devices:
    - interfaceName: “!eno1”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worker-cnf: ""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metadata:
  name: manual
spec:
  cpu:
    isolated: 3-51,54-103
    reserved: 0-2,52-54
  net:
    userLevelNetworking: tru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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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업데이트된업데이트된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생성생성.
      

14.6.2. 대기열대기열 상태상태 확인확인

     이이 섹션에서는섹션에서는 다양한다양한 성능성능 프로필과프로필과 변경변경 사항이사항이 적용되었는지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확인하는 방법에방법에 대한대한 여러여러 예시가예시가 있있
습니다습니다.
    

예시예시 1

      이이 예에서예에서 네트워크네트워크 대기열대기열 수는수는 지원되는지원되는 모든모든 장치에장치에 대해대해 예약된예약된 CPU 수수(2)로로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성능성능 프로필의프로필의 관련관련 섹션은섹션은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장치와장치와 연결된연결된 대기열의대기열의 상태를상태를 표시합니다표시합니다.
      

참고참고

    - interfaceName: “eth0”
    - vendorID: “0x1af4”
    - deviceID: “0x1000”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worker-cnf: ""

$ oc apply -f <your_profile_name>.yaml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metadata:
  name: performance
spec:
  kind: PerformanceProfile
  spec:
    cpu:
      reserved: 0-1  #total = 2
      isolated: 2-8
    net:
      userLevelNetworking: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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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성능성능 프로필이프로필이 적용된적용된 노드에서노드에서 이이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프로필을프로필을 적용하기적용하기 전에전에 대기열대기열 상태를상태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프로필이프로필이 적용된적용된 후후 대기열대기열 상태를상태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 ethtool -l <device>

$ ethtool -l ens4

Channel parameters for ens4:
Pre-set maximums:
RX:         0
TX:         0
Other:      0
Combined:   4
Current hardware settings:
RX:         0
TX:         0
Other:      0
Combined:   4

$ ethtool -l ens4

Channel parameters for ens4:
Pre-set maximums:
RX:         0
TX:         0
Other:      0
Combined:   4
Current hardware settings:
R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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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합된결합된 채널은채널은 지원되는지원되는 모든모든 장치에장치에 대해대해 예약된예약된 CPU의의 총총 수가수가 2임을임을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이는이는 성능성능 
프로필에프로필에 구성된구성된 항목과항목과 일치합니다일치합니다.
      

예시예시 2

      이이 예에서예에서 네트워크네트워크 대기열대기열 수는수는 특정특정 vendorID가가 있는있는 지원되는지원되는 모든모든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에장치에 대해대해 예약된예약된 
CPU 수수(2)로로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성능성능 프로필의프로필의 관련관련 섹션은섹션은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장치와장치와 연결된연결된 대기열의대기열의 상태를상태를 표시합니다표시합니다.
      

참고참고

        성능성능 프로필이프로필이 적용된적용된 노드에서노드에서 이이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TX:         0
Other:      0
Combined:   2 1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metadata:
  name: performance
spec:
  kind: PerformanceProfile
  spec:
    cpu:
      reserved: 0-1  #total = 2
      isolated: 2-8
    net:
      userLevelNetworking: true
      devices:
      - vendorID = 0x1af4
# ...

$ ethtool -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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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이프로필이 적용된적용된 후후 대기열대기열 상태를상태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vendorID=0x1af4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지원되는지원되는 모든모든 장치에장치에 대해대해 예약된예약된 CPU의의 총총 수는수는 2입니다입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vendorID=0x1af4가가 있는있는 다른다른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장치 ens2가가 별도로별도로 존재하는존재하는 경우경우 총총 네트워크네트워크 대기대기
열열 수는수는 2입니다입니다. 이는이는 성능성능 프로필에프로필에 구성된구성된 항목과항목과 일치합니다일치합니다.
      

예시예시 3

      이이 예에서예에서 네트워크네트워크 대기열대기열 수는수는 정의된정의된 장치장치 식별자와식별자와 일치하는일치하는 지원되는지원되는 모든모든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에장치에 대해대해 
예약된예약된 CPU 수수(2)로로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udevadm info는는 장치에장치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보고서를보고서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이이 예에서예에서 장치는장치는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 ethtool -l ens4

Channel parameters for ens4:
Pre-set maximums:
RX:         0
TX:         0
Other:      0
Combined:   4
Current hardware settings:
RX:         0
TX:         0
Other:      0
Combined:   2 1

# udevadm info -p /sys/class/net/ens4
...
E: ID_MODEL_ID=0x1000
E: ID_VENDOR_ID=0x1af4
E: INTERFACE=ens4
...

# udevadm info -p /sys/class/net/eth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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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Name이이 eth0인인 장치장치 및및 다음다음 성능성능 프로필이프로필이 있는있는 vendorID=0x1af4가가 있는있는 모든모든 
장치에장치에 대해대해 네트워크네트워크 대기열을대기열을 2로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프로필이프로필이 적용된적용된 후후 대기열대기열 상태를상태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E: ID_MODEL_ID=0x1002
E: ID_VENDOR_ID=0x1001
E: INTERFACE=eth0
...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metadata:
  name: performance
spec:
  kind: PerformanceProfile
    spec:
      cpu:
        reserved: 0-1  #total = 2
        isolated: 2-8
      net:
        userLevelNetworking: true
        devices:
        - interfaceName = eth0
        - vendorID = 0x1af4
...

$ ethtool -l ens4

Channel parameters for ens4:
Pre-set maximums:
RX:         0
TX:         0
Other:      0
Combined:   4
Current hardware settings:
RX:         0
TX:         0
Other:      0
Combined: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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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NIC 대기열대기열 조정과조정과 관련된관련된 로깅로깅

     할당된할당된 장치를장치를 자세히자세히 설명하는설명하는 로그로그 메시지는메시지는 각각 Tuned 데몬데몬 로그에로그에 기록됩니다기록됩니다. 
/var/log/tuned/tuned.log 파일에파일에 다음다음 메시지가메시지가 기록될기록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할당된할당된 장치를장치를 자세히자세히 설명하는설명하는 INFO 메시지가메시지가 기록됩니다기록됩니다.
      

       장치를장치를 할당할할당할 수수 없는없는 경우경우 WARNING 메시지가메시지가 기록됩니다기록됩니다.
      

14.7.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 CNF 튜닝튜닝 상태상태 디버깅디버깅

    PerformanceProfile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에는에는 튜닝튜닝 상태를상태를 보고하고보고하고 대기대기 시간시간 성능성능 저하저하 문제를문제를 
디버깅하기디버깅하기 위한위한 상태상태 필드가필드가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러한이러한 필드는필드는 상태를상태를 보고하여보고하여 Operator 조정조정 기능의기능의 상태에상태에 대대
해해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 성능성능 프로필에프로필에 연결된연결된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의풀의 상태가상태가 성능성능 저하저하 상태이면상태이면 PerformanceProfile이이 
성능성능 저하저하 상태가상태가 되는되는 문제가문제가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경우경우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에서풀에서 실패실패 메시지를메시지를 발행합니다발행합니다.
   

    Performance Addon Operator에는에는 performanceProfile.spec.status.Conditions 상태상태 필드가필드가 있습있습
니다니다.
   

INFO tuned.plugins.base: instance net_test (net): assigning devices ens1, ens2, ens3

WARNING  tuned.plugins.base: instance net_test: no matching devices available

Status:
  Conditions:
    Last Heartbeat Time:   2020-06-02T10:01:24Z
    Last Transition Time:  2020-06-02T10:01:24Z
    Status:                True
    Type:                  Available
    Last Heartbeat Time:   2020-06-02T10:01:24Z
    Last Transition Time:  2020-06-02T10:01:24Z
    Status:                True
    Type:                  Upgradeable
    Last Heartbeat Time:   2020-06-02T10:01:24Z
    Last Transition Time:  2020-06-02T10:01:24Z
    Status:                False
    Type:                  Progressing
    Last Heartbeat Time:   2020-06-02T10:01: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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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필드에는필드에는 성능성능 프로필의프로필의 상태를상태를 나타내는나타내는 Type 값을값을 지정하는지정하는 Conditions가가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있습니

다다.
   

Available

       모든모든 머신머신 구성구성 및및 Tuned 프로필이프로필이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생성되었으며생성되었으며 구성구성 요소에서요소에서 처리해야처리해야 하는하는 클러클러
스터에스터에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NTO, MCO, Kubelet).
      

Upgradeable

       Operator에서에서 유지보수하는유지보수하는 리소스가리소스가 업그레이드하기에업그레이드하기에 안전한안전한 상태인지를상태인지를 나타냅니다나타냅니다.
      

Progressing

       성능성능 프로필의프로필의 배포배포 프로세스가프로세스가 시작되었음을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나타냅니다.
      

Degraded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경우경우 오류를오류를 표시합니다표시합니다.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검증에검증에 실패했습니다실패했습니다.
        

         모든모든 관련관련 구성구성 요소요소 생성이생성이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완료되지완료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이러한이러한 각각 유형에는유형에는 다음다음 필드가필드가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상태상태

       특정특정 유형의유형의 상태상태(true 또는또는 false)입니다입니다.
      

Timestamp

       트랜잭션트랜잭션 타임스탬프입니다타임스탬프입니다.
      

Reason string

       머신에서머신에서 읽을읽을 수수 있는있는 이유입니다이유입니다.
      

    Last Transition Time:  2020-06-02T10:01:24Z
    Status:                False
    Type:                  Degr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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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string

       상태상태 및및 오류오류 세부세부 정보정보(있는있는 경우경우)를를 설명하는설명하는 사람이사람이 읽을읽을 수수 있는있는 이유입니다이유입니다.
      

14.7.1.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풀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및및 생성된생성된 제품은제품은 연관연관 MCP(머신머신 구성구성 풀풀)에에 따라따라 노드에노드에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MCP에는에는 성능성능 애애
드온을드온을 통해통해 생성되었고생성되었고 커널커널 인수인수, kube 구성구성,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할당할당, rt-커널커널 배포를배포를 포괄하는포괄하는 머신머신 구성의구성의 
적용적용 진행진행 상황에상황에 대한대한 중요한중요한 정보가정보가 들어들어 있습니다있습니다. 성능성능 애드온애드온 컨트롤러는컨트롤러는 MCP의의 변경사항을변경사항을 모니터모니터

링하여링하여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상태를상태를 적절하게적절하게 업데이트합니다업데이트합니다.
    

     MCP가가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상태로상태로 값을값을 반환하는반환하는 유일한유일한 상태는상태는 MCP가가 Degraded인인 경우이며경우이며, 이이 경우에는경우에는 
performaceProfile.status.condition.Degraded = true가가 됩니다됩니다.
    

예예

      다음은다음은 생성된생성된 연관연관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풀(worker-cnf)이이 있는있는 성능성능 프로필의프로필의 예입니다예입니다.
     

1. 
       연관연관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이풀이 성능성능 저하저하 상태입니다상태입니다.
      

출력출력 예예

        

       

2. 
       MCP의의 describe 섹션은섹션은 이유를이유를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 oc get mcp

NAME         CONFIG                                                 UPDATED   UPDATING   DEGRADED   
MACHINECOUNT   READYMACHINECOUNT   UPDATEDMACHINECOUNT   
DEGRADEDMACHINECOUNT   AGE
master       rendered-master-2ee57a93fa6c9181b546ca46e1571d2d       True      False      
False      3              3                   3                     0                      2d21h
worker       rendered-worker-d6b2bdc07d9f5a59a6b68950acf25e5f       True      False      
False      2              2                   2                     0                      2d21h
worker-cnf   rendered-worker-cnf-6c838641b8a08fff08dbd8b02fb63f7c   False     True       
True       2              1                   1                     1                      2d20h

# oc describe mcp worker-c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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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출력 예예

        

       

3. 
       degraded = true로로 표시된표시된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status 필드필드 아래에도아래에도 성능성능 저하저하 상태가상태가 표시되어야표시되어야 
합니다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14.8. RED HAT 지원을지원을 받기받기 위한위한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 튜닝튜닝 디버깅디버깅 데이터데이터 수집수집

    지원지원 사례를사례를 여는여는 경우경우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디버깅디버깅 정보를정보를 Red Hat 지원에지원에 제공하면제공하면 도움이도움이 됩니다됩니다.
   

    must-gather 툴을툴을 사용하면사용하면 노드노드 튜닝과튜닝과 NUMA 토폴로지토폴로지,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 설정으로설정으로 인한인한 문제를문제를 디버디버
깅하는깅하는 데데 필요한필요한 다른다른 정보를정보를 비롯하여비롯하여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진단진단 정보를정보를 수수
집할집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즉각즉각 지원을지원을 받을받을 수수 있도록있도록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및및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 튜닝튜닝 둘둘 다에다에 대한대한 진단진단 

  Message:               Node node-worker-cnf is reporting: "prepping update:
  machineconfig.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 \"rendered-worker-cnf-
40b9996919c08e335f3ff230ce1d170\" not
  found"
    Reason:                1 nodes are reporting degraded status on sync

# oc describe performanceprofiles performance

Message: Machine config pool worker-cnf Degraded Reason: 1 nodes are reporting 
degraded status on sync.
Machine config pool worker-cnf Degraded Message: Node yquinn-q8s5v-w-b-
z5lqn.c.openshift-gce-devel.internal is
reporting: "prepping update: machineconfig.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
\"rendered-worker-cnf-40b9996919c08e335f3ff230ce1d170\" not found".    Reason:  
MCPDegraded
   Status:  True
   Type:    Degr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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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정보를 제공하십시오제공하십시오.
   

14.8.1. must-gather 툴툴 정보정보

     oc adm must-gather CLI 명령은명령은 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 문제를문제를 디버깅하는디버깅하는 데데 필요할필요할 가능성이가능성이 높은높은 클러스터클러스터 
정보를정보를 수집합니다수집합니다.
    

       리소스리소스 정의정의
      

       감사감사 로그로그
      

       서비스서비스 로그로그
      

     --image 인수를인수를 포함하여포함하여 명령을명령을 실행하는실행하는 경우경우 이미지를이미지를 하나하나 이상이상 지정할지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미지를이미지를 지지
정하면정하면 툴에서툴에서 해당해당 기능기능 또는또는 제품과제품과 관련된관련된 데이터를데이터를 수집합니다수집합니다. oc adm must-gather를를 실행하면실행하면 클클
러스터에러스터에 새새 Pod가가 생성됩니다생성됩니다. 해당해당 Pod에에 대한대한 데이터가데이터가 수집되어수집되어 must-gather.local로로 시작하는시작하는 새새 
디렉터리에디렉터리에 저장됩니다저장됩니다. 이이 디렉터리는디렉터리는 현재현재 작업작업 디렉터리에디렉터리에 생성됩니다생성됩니다.
    

14.8.2.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 튜닝튜닝 데이터데이터 수집수집 정보정보

     oc adm must-gather CLI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 튜닝과튜닝과 연관된연관된 기능기능 및및 오브젝오브젝

트를트를 포함한포함한 클러스터클러스터 정보를정보를 수집합니다수집합니다.
    

       Performance Addon Operator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및및 하위하위 오브젝트오브젝트.
      

       MachineConfigPool 및및 연관연관 MachineConfig 오브젝트오브젝트.
      

       Node Tuning Operator 및및 연관연관 Tuned 오브젝트오브젝트.
      

       Linux Kernel 명령줄명령줄 옵션옵션.
      

       CPU 및및 NUMA 토폴로지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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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기본 PCI 장치장치 정보정보 및및 NUMA 위치위치.
      

     must-gather 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Performance Addon Operator 디버깅디버깅 정보를정보를 수집하려면수집하려면 Performance 
Addon Operator must-gather 이미지를이미지를 지정해야지정해야 합니다합니다.
    

14.8.3. 특정특정 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 데이터데이터 수집수집

     oc adm must-gather CLI 명령을명령을 --image 또는또는 --image-stream 인수와인수와 함께함께 사용하여사용하여 특정특정 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 디버깅디버깅 정보를정보를 수집할수집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must-gather 툴은툴은 여러여러 이미지를이미지를 지원하므로지원하므로 단일단일 명령을명령을 실행실행
하여하여 둘둘 이상의이상의 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 데이터를데이터를 수집할수집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참고참고

      특정특정 기능기능 데이터데이터 외에도외에도 기본기본 must-gather 데이터를데이터를 수집하려면수집하려면 --image-
stream=openshift/must-gather 인수를인수를 추가하십시오추가하십시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cluster-admin 역할을역할을 가진가진 사용자로사용자로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액세스합니다액세스합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CLI(oc)가가 설치되어설치되어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1. 
       must-gather 데이터를데이터를 저장하려는저장하려는 디렉터리로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이동합니다.
      

2. 
       --image 또는또는 --image-stream 인수를인수를 하나하나 이상이상 사용하여사용하여 oc adm must-gather 명령을명령을 실실
행합니다행합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다음다음 명령은명령은 기본기본 클러스터클러스터 데이터와데이터와 Performance Addon Operator 관련관련  
정보를정보를 모두모두 수집합니다수집합니다.
      

 

--image=registry.redhat.io/openshift4/performance-addon-operator-must-gather-rhel8:v4.9.

$ oc adm must-gather \
 --image-stream=openshift/must-gather \ 1

 --image=registry.redhat.io/openshift4/performance-addon-operator-must-gather-
rhel8:v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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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기본기본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must-gather 이미지입니다이미지입니다.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 튜닝튜닝 진단을진단을 위한위한 must-gather 이미지입니다이미지입니다.
        

3. 
       작업작업 디렉터리에디렉터리에 생성된생성된 must-gather 디렉터리의디렉터리의 압축압축 파일을파일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Linux 
운영운영 체제를체제를 사용하는사용하는 컴퓨터에서컴퓨터에서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must-gather-local.5421342344627712289/를를 실제실제 디렉터리디렉터리 이름으로이름으로 바꿉니다바꿉니다.
        

4. 
       Red Hat Customer Portal에서에서 해당해당 지원지원 사례에사례에 압축압축 파일을파일을 첨부합니다첨부합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MachineConfig 및및 KubeletConfig에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노드노드 관리를관리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Node Tuning Operator에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Node Tuning Operator 사용을사용을  참조하십시참조하십시

오오.
      

       PerformanceProfile에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구성을구성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컨테이너에서컨테이너에서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사용하는사용하는 방법에방법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애플리케이션에서애플리케이션에서 대규대규
모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사용하는사용하는 방법을방법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 tar cvaf must-gather.tar.gz must-gather.local.54213423446277122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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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장. 플랫폼플랫폼 검증을검증을 위해위해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테스트 수행수행

   CNF(클라우드클라우드 네이티브네이티브 네트워크네트워크 기능기능) 테스트테스트 이미지를이미지를 사용하여사용하여 CNF 워크로드워크로드 실행에실행에 필요한필요한 모든모든  
구성구성 요소가요소가 설치된설치된 CNF 지원지원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하여실행하여 워크로드에워크로드에 대한대한 노드노드 튜닝을튜닝을 검증합니다검증합니다.
  

   cnf-tests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는이미지는 registry.redhat.io/openshift4/cnf-tests-rhel8:v4.9 에서에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있습
니다니다.
  

중요중요

    cnf-tests 이미지에는이미지에는 현재현재 Red Hat에서에서 지원하지지원하지 않는않는 여러여러 테스트도테스트도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있습니

다다. Red Hat에서에서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만테스트만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15.1.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테스트 실행을실행을 위한위한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하려면실행하려면 클러스터가클러스터가 다음다음 요구요구 사항을사항을 충족해야충족해야 합니다합니다.
   

1.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구성했습니다구성했습니다.
     

2.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필요한필요한 모든모든 CNF 구성을구성을 적용했습니다적용했습니다.
     

3.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기존기존 MachineConfigPool CR이이 적용되어적용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기본기본 작업자작업자 풀은풀은 worker-
cnf 입니다입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클러스터클러스터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생성하는생성하는 방법에방법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실시간실시간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및및 짧은짧은 대대
기기 시간시간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15.2.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의테스트의 검색검색 모드모드 정보정보

    검색검색 모드를모드를 사용하여사용하여 구성을구성을 변경하지변경하지 않고않고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기능을기능을 검증합니다검증합니다. 기존기존 환경환경 구성이구성이 테스트테스트

에에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테스트에서는테스트에서는 필요한필요한 구성구성 항목을항목을 찾고찾고 해당해당 항목을항목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습니있습니

다다. 특정특정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하는실행하는 데데 필요한필요한 리소스를리소스를 찾을찾을 수수 없는없는 경우에는경우에는 테스트를테스트를 건너뛰고건너뛰고 사용자에게사용자에게 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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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절한 메시지를메시지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테스트테스트 완료완료 후후 사전사전 구성한구성한 구성구성 항목을항목을 정리하지정리하지 않으며않으며, 테스트테스트 환경을환경을 다다
른른 테스트테스트 실행에실행에 즉시즉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중요중요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하는실행하는 경우경우 항상항상 -e DISCOVERY_MODE=true 로로 테스트를테스트를 실실
행하고행하고 -ginkgo.focus 를를 적절한적절한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로테스트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검색검색 모드에서모드에서 대기대기 시시
간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하지실행하지 않으면않으면 테스트테스트 실행에실행에 의해의해 기존기존 라이브라이브 클러스터클러스터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구성구성
이이 수정됩니다수정됩니다.
    

테스트테스트 중중 사용되는사용되는 노드노드 제한제한

    NODES_SELECTOR 환경환경 변수변수(예예: -e NODES_SELECTOR=node-role.kubernetes.io/worker-cnf )
를를 지정하여지정하여 테스트가테스트가 실행되는실행되는 노드를노드를 제한할제한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테스트에서테스트에서 생성된생성된 리소스는리소스는 라벨이라벨이 일치하일치하

는는 노드로노드로 제한됩니다제한됩니다.
   

참고참고

     기본기본 작업자작업자 풀을풀을 재정의하려면재정의하려면 -e ROLE_WORKER_CNF=<custom_worker_pool > 
변수를변수를 적절한적절한 레이블을레이블을 지정하는지정하는 명령에명령에 전달합니다전달합니다.
    

15.3. 대기대기 시간시간 측정측정

    cnf-tests 이미지는이미지는 세세 가지가지 툴을툴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시스템의시스템의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측정합니다측정합니다.
   

      hwlatdetect
     

      quitlictest
     

      oslat
     

    각각 도구에는도구에는 특정특정 용도가용도가 있습니다있습니다. 툴을툴을 순서대로순서대로 사용하여사용하여 안정적인안정적인 테스트테스트 결과를결과를 얻을얻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hwlatdetect

       베어베어 메탈메탈 하드웨어에서하드웨어에서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는있는 기준을기준을 측정합니다측정합니다. 다음다음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진행하기진행하기 전전
에에 hwlatdetect 에서에서 보고한보고한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운영운영 체제체제 튜닝을튜닝을 통해통해 하드웨어하드웨어 대기대기 시간시간 급증을급증을 수정할수정할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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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없기 때문에때문에 필요한필요한 임계값을임계값을 충족하는지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cyclictest

       hwlatdetect 가가 검증을검증을 통과한통과한 후후 실시간실시간 커널커널 스케줄러스케줄러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cyclictest 툴은툴은 
반복된반복된 타이머를타이머를 예약하고예약하고 원하는원하는 트리거트리거 시간과시간과 실제실제 트리거트리거 시간시간 간의간의 차이를차이를 측정합니다측정합니다. 차이점은차이점은 
인터럽트인터럽트 또는또는 프로세스프로세스 우선우선 순위로순위로 인해인해 발생하는발생하는 튜닝의튜닝의 기본기본 문제를문제를 찾을찾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툴은툴은 실시실시
간간 커널에서커널에서 실행되어야실행되어야 합니다합니다.
      

oslat

       CPU 집약적집약적 DPDK 애플리케이션과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하게유사하게 작동하며작동하며 CPU 사용량이사용량이 많은많은 데이터데이터 처리를처리를 시뮬시뮬
레이션하는레이션하는 사용사용 중인중인 루프에루프에 대한대한 모든모든 중단중단 및및 중단을중단을 측정합니다측정합니다.
      

    테스트에서는테스트에서는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환경환경 변수를변수를 도입합니다도입합니다.
   

표표 15.1.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테스트 환경환경 변수변수

환경환경 변수변수 설명설명

LATENCY_TEST_DE
LAY

테스트 실행을 시작한 후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변수를 사용하여 CPU 관리자가 조
정되는 루프를 허용하여 기본 CPU 풀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0입니다.

LATENCY_TEST_CP
US

대기 시간 테스트를 실행하는 Pod에서 사용하는 CPU 수를 지정합니다. 변수를 설정
하지 않으면 기본 구성에 분리된 모든 CPU가 포함됩니다.

LATENCY_TEST_RU
NTIME

대기 시간 테스트를 실행해야 하는 시간(초)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300초입니다.

HWLATDETECT_MA
XIMUM_LATENCY

워크로드 및 운영 체제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 하드웨어 대기 시간(마이크로초)을 지
정합니다. HWLATDETECT_MAXIMUM_LATENCY 또는 
MAXIMUM_LATENCY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도구가 기본 예상 임계값
(20ECDHEs)과 도구 자체의 실제 최대 대기 시간을 비교합니다. 그런 다음 테스트가
실패하거나 그에 따라 성공합니다.

CYCLICTEST_MAXI
MUM_LATENCY

cyclictest 실행 중에 모든 스레드가 예상하는 최대 대기 시간을 지정합니다. 
CYCLICTEST_MAXIMUM_LATENCY 또는 MAXIMUM_LATENCY 값을 설
정하지 않으면 툴이 예상 및 실제 최대 대기 시간 비교를 건너뜁니다.

OSLAT_MAXIMUM_L
ATENCY

oslat 테스트 결과에 대해 microseconds의 최대 허용 대기 시간을 지정합니다. 
OSLAT_MAXIMUM_LATENCY 또는 MAXIMUM_LATENCY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툴에서 예상과 최대 대기 시간 비교를 건너뜁니다.

MAXIMUM_LATENC
Y

microseconds에서 허용되는 최대 대기 시간을 지정하는 통합 변수입니다. 사용 가능
한 모든 대기 시간 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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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CY_TEST_RU
N

테스트 실행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 매개변수입니다. LATENCY_TEST_RUN 은 기
본적으로 false 로 설정됩니다. 대기 시간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이 값을 true 로 설정
합니다.

환경환경 변수변수 설명설명

참고참고

     대기대기 시간시간 툴과툴과 관련된관련된 변수가변수가 통합통합 변수보다변수보다 우선합니다우선합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OSLAT_MAXIMUM_LATENCY 가가 30 마이크로초로마이크로초로 설정되고설정되고 MAXIMUM_LATENCY 가가 
10 마이크로초로마이크로초로 설정된설정된 경우경우 oslat 테스트가테스트가 최대최대 허용허용 가능한가능한 대기대기 시간시간 30마이크로마이크로 실실
행됩니다행됩니다.
    

15.4.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테스트 실행실행

    클러스터클러스터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하여실행하여 CNF(클라우드클라우드 네이티브네이티브 네트워크네트워크 기능기능) 워크로드에워크로드에 대한대한 노드노드 
튜닝을튜닝을 검증합니다검증합니다.
   

중요중요

     항상항상 DISCOVERY_MODE=true 세트를세트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그렇그렇
지지 않은않은 경우경우 테스트테스트 모음에서모음에서 실행실행 중인중인 클러스터클러스터 구성을구성을 변경합니다변경합니다.
    

참고참고

     podman 명령을명령을 루트가루트가 아닌아닌 사용자사용자 또는또는 권한이권한이 없는없는 사용자로사용자로 실행하는실행하는 경우경우 권한권한 거거
부부 오류로오류로 인해인해 마운트마운트 경로가경로가 실패할실패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podman 명령이명령이 작동하도록작동하도록 하려면하려면 :Z 
를를 볼륨볼륨 생성에생성에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예예: -v $(pwd)/:/kubeconfig:Z ). 이렇게이렇게 하면하면 podman 에서에서 적적
절한절한 SELinux 레이블을레이블을 다시다시 지정할지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1. 
      kubeconfig 파일이파일이 포함된포함된 디렉터리에서디렉터리에서 쉘쉘 프롬프트를프롬프트를 엽니다엽니다.
     

      테스트테스트 이미지에이미지에 현재현재 디렉터리에디렉터리에 kubeconfig 파일파일 및및 볼륨을볼륨을 통해통해 마운트된마운트된 관련관련 
$KUBECONFIG 환경환경 변수를변수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이를이를 통해통해 실행실행 중인중인 컨테이너에서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컨테이너 내부에서내부에서 
kubeconfig 파일을파일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2.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입력하여입력하여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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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선택 사항사항: Append -ginkgo.dryRun 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시험시험 실행실행 모드에서모드에서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실
행합니다행합니다. 이이 명령은명령은 테스트테스트 실행을실행을 확인하는확인하는 데데 유용합니다유용합니다.
     

4. 
      선택선택 사항사항: Append -ginkgo.v 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향상된향상된 동사를동사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5. 
      선택선택 사항사항: 특정특정 성능성능 프로필에프로필에 대해대해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하려면실행하려면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적적
절한절한 값을값을 대체합니다대체합니다.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performance_profile> 

         는는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할실행할 성능성능 프로필의프로필의 이름입니다이름입니다.
        

중요중요

       유효한유효한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테스트 결과의결과의 경우경우 최소최소 12시간시간 동안동안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15.4.1. hwlatdetect 실행실행

     hwlatdetect 툴은툴은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8.x의의 일반일반 서브스크립션과서브스크립션과 함께함께 rt-kernel 패키패키
지에서지에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중요중요

      항상항상 DISCOVERY_MODE=true 세트를세트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그그
렇지렇지 않은않은 경우경우 테스트테스트 모음에서모음에서 실행실행 중인중인 클러스터클러스터 구성을구성을 변경합니다변경합니다.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
-e LATENCY_TEST_RUN=true -e DISCOVERY_MODE=true 
registry.redhat.io/openshift4/cnf-tests-rhel8:v4.9 \
/usr/bin/test-run.sh -ginkgo.focus="\[performance\]\ Latency\ Test"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
-e LATENCY_TEST_RUN=true -e LATENCY_TEST_RUNTIME=600 -e 
MAXIMUM_LATENCY=20 \
-e PERF_TEST_PROFILE=<performance_profile> registry.redhat.io/openshift4/cnf-
tests-rhel8:v4.9 \
/usr/bin/test-run.sh -ginkgo.focus="[performance]\ Latenc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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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podman 명령을명령을 루트가루트가 아닌아닌 사용자사용자 또는또는 권한이권한이 없는없는 사용자로사용자로 실행하는실행하는 경우경우 권한권한 
거부거부 오류로오류로 인해인해 마운트마운트 경로가경로가 실패할실패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podman 명령이명령이 작동하도록작동하도록 하려면하려면 
:Z 를를 볼륨볼륨 생성에생성에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예예: -v $(pwd)/:/kubeconfig:Z ). 이렇게이렇게 하면하면 podman 에서에서 
적절한적절한 SELinux 레이블을레이블을 다시다시 지정할지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실시간실시간 커널이커널이 설치되어설치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고객고객 포털포털 인증인증 정보를정보를 사용하여사용하여 registry.redhat.io 에에 로그인했습니다로그인했습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hwlatdetect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하려면실행하려면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변수변수 값을값을 적절하게적절하게 대체합니다대체합니다.
      

       hwlatdetect 테스트는테스트는 10분분(600초초) 동안동안 실행됩니다실행됩니다. 최대최대 관찰관찰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MAXIMUM_LATENCY (20 ECDHEs)보다보다 작으면작으면 테스트가테스트가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실행됩니다실행됩니다.
      

       결과가결과가 대기대기 시간시간 임계값을임계값을 초과하면초과하면 테스트가테스트가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중요중요

        유효한유효한 결과의결과의 경우경우 테스트는테스트는 최소최소 12시간시간 동안동안 실행되어야실행되어야 합니다합니다.
       

실패실패 출력출력 예예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
-e LATENCY_TEST_RUN=true -e DISCOVERY_MODE=true -e 
ROLE_WORKER_CNF=worker-cnf \
-e LATENCY_TEST_RUNTIME=600 -e MAXIMUM_LATENCY=20 \
registry.redhat.io/openshift4/cnf-tests-rhel8:v4.9 \
/usr/bin/test-run.sh -ginkgo.v -ginkgo.focus="hwlatdetect"

running /usr/bin/validationsuite -ginkgo.v -ginkgo.focus=hwlatdetect
I0210 17:08:38.607699       7 request.go:668] Waited for 1.047200253s due to client-side 
throttling, not priority and fairness,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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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https://api.ocp.demo.lab:6443/apis/apps.openshift.io/v1?timeout=32s
Running Suite: CNF Features e2e validation
==========================================
Random Seed: 1644512917
Will run 0 of 48 specs

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
Ran 0 of 48 Specs in 0.001 seconds
SUCCESS! -- 0 Passed | 0 Failed | 0 Pending | 48 Skipped

PASS
Discovery mode enabled, skipping setup
running /usr/bin/cnftests -ginkgo.v -ginkgo.focus=hwlatdetect
I0210 17:08:41.179269      40 request.go:668] Waited for 1.046001096s due to client-side 
throttling, not priority and fairness, request: 
GET:https://api.ocp.demo.lab:6443/apis/storage.k8s.io/v1beta1?timeout=32s
Running Suite: CNF Features e2e integration tests
=================================================
Random Seed: 1644512920
Will run 1 of 151 specs

SSSSSSS
------------------------------
[performance] Latency Test with the hwlatdetect image
  should succeed
  /remote-source/app/vendor/github.com/openshift-kni/performance-addon-
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221
STEP: Waiting two minutes to download the latencyTest image
STEP: Waiting another two minutes to give enough time for the cluster to move the 
pod to Succeeded phase
Feb 10 17:10:56.045: [INFO]: found mcd machine-config-daemon-dzpw7 for node ocp-
worker-0.demo.lab
Feb 10 17:10:56.259: [INFO]: found mcd machine-config-daemon-dzpw7 for node ocp-
worker-0.demo.lab
Feb 10 17:11:56.825: [ERROR]: timed out waiting for the condition

• Failure [193.903 seconds]
[performance] Latency Test
/remote-source/app/vendor/github.com/openshift-kni/performance-addon-
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60
  with the hwlatdetect image
  /remote-source/app/vendor/github.com/openshift-kni/performance-addon-
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213
    should succeed [It]
    /remote-source/app/vendor/github.com/openshift-kni/performance-addon-
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221

    Log file created at: 2022/02/10 17:08:45
    Running on machine: hwlatdetect-cd8b6
    Binary: Built with gc go1.16.6 for linux/amd64
    Log line format: [IWEF]mmdd hh:mm:ss.uuuuuu threadid file:line] msg
    I0210 17:08:45.716288       1 node.go:37] Environment information: /proc/cmdline: 
BOOT_IMAGE=(hd0,gpt3)/ostree/rhcos-
56fabc639a679b757ebae30e5f01b2ebd38e9fde9ecae91c41be41d3e89b37f8/vmlinuz-
4.18.0-305.34.2.rt7.107.el8_4.x86_64 random.trust_cpu=on console=tty0 
console=ttyS0,115200n8 ignition.platform.id=qe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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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ree=/ostree/boot.0/rhcos/56fabc639a679b757ebae30e5f01b2ebd38e9fde9ecae91c41
be41d3e89b37f8/0 root=UUID=56731f4f-f558-46a3-85d3-d1b579683385 rw 
rootflags=prjquota skew_tick=1 nohz=on rcu_nocbs=3-5 tuned.non_isolcpus=ffffffc7 
intel_pstate=disable nosoftlockup tsc=nowatchdog intel_iommu=on iommu=pt 
isolcpus=managed_irq,3-5 
systemd.cpu_affinity=0,1,2,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
28,29,30,31 + +
    I0210 17:08:45.716782       1 node.go:44] Environment information: kernel version 
4.18.0-305.34.2.rt7.107.el8_4.x86_64
    I0210 17:08:45.716861       1 main.go:50] running the hwlatdetect command with 
arguments [/usr/bin/hwlatdetect --threshold 1 --hardlimit 1 --duration 10 --window 
10000000us --width 950000us]
    F0210 17:08:56.815204       1 main.go:53] failed to run hwlatdetect command; out: 
hwlatdetect:  test duration 10 seconds
       detector: tracer
       parameters:
            Latency threshold: 1us 1
            Sample window:     10000000us
            Sample width:      950000us
         Non-sampling period:  9050000us
            Output File:       None

    Starting test
    test finished
    Max Latency: 24us 2
    Samples recorded: 1
    Samples exceeding threshold: 1
    ts: 1644512927.163556381, inner:20, outer:24
    ; err: exit status 1
    goroutine 1 [running]:
    k8s.io/klog.stacks(0xc000010001, 0xc00012e000, 0x25b, 0x2710)
        /remote-source/app/vendor/k8s.io/klog/klog.go:875 +0xb9
    k8s.io/klog.(*loggingT).output(0x5bed00, 0xc000000003, 0xc0000121c0, 0x53ea81, 
0x7, 0x35, 0x0)
        /remote-source/app/vendor/k8s.io/klog/klog.go:829 +0x1b0
    k8s.io/klog.(*loggingT).printf(0x5bed00, 0x3, 0x5082da, 0x33, 0xc000113f58, 0x2, 
0x2)
        /remote-source/app/vendor/k8s.io/klog/klog.go:707 +0x153
    k8s.io/klog.Fatalf(...)
        /remote-source/app/vendor/k8s.io/klog/klog.go:1276
    main.main()
        /remote-source/app/cnf-tests/pod-utils/hwlatdetect-runner/main.go:53 +0x897

    goroutine 6 [chan receive]:
    k8s.io/klog.(*loggingT).flushDaemon(0x5bed00)
        /remote-source/app/vendor/k8s.io/klog/klog.go:1010 +0x8b
    created by k8s.io/klog.init.0
        /remote-source/app/vendor/k8s.io/klog/klog.go:411 +0xd8

    goroutine 7 [chan receive]:
    k8s.io/klog/v2.(*loggingT).flushDaemon(0x5bede0)
        /remote-source/app/vendor/k8s.io/klog/v2/klog.go:1169 +0x8b
    created by k8s.io/klog/v2.init.0
        /remote-source/app/vendor/k8s.io/klog/v2/klog.go:420 +0xdf
    Unexpected error:
        <*errors.errorString | 0xc000418e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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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MAXIMUM_LATENCY 또는또는 HWLATDETECT_MAXIMUM_LATENCY 환경환경 변수를변수를 사사
용하여용하여 대기대기 시간시간 임계값을임계값을 구성할구성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테스트테스트 중에중에 측정된측정된 최대최대 대기대기 시간시간 값입니다값입니다.
        

hwlatdetect 테스트테스트 결과의결과의 예예

     다음다음 유형의유형의 결과를결과를 캡처할캡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테스트테스트 전체에서전체에서 수행된수행된 변경변경 사항에사항에 대한대한 영향을영향을 만들기만들기 위해위해 각각 실행실행 후후 수집된수집된 대략적인대략적인 
결과결과.
      

       최상의최상의 결과결과 및및 구성구성 설정을설정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대략적인대략적인 테스트테스트 집합을집합을 결합합니다결합합니다.
      

            s: "timed out waiting for the condition",
        }
        timed out waiting for the condition
    occurred

    /remote-source/app/vendor/github.com/openshift-kni/performance-addon-
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433
------------------------------
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
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
SSSSSSSSSSSSSSS
JUnit report was created: /junit.xml/cnftests-junit.xml

Summarizing 1 Failure:

[Fail] [performance] Latency Test with the hwlatdetect image [It] should succeed
/remote-source/app/vendor/github.com/openshift-kni/performance-addon-
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433

Ran 1 of 151 Specs in 222.254 seconds
FAIL! -- 0 Passed | 1 Failed | 0 Pending | 150 Skipped

--- FAIL: TestTest (222.45s)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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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좋은 결과결과 예예

      

     

     hwlatdetect 도구는도구는 샘플이샘플이 지정된지정된 임계값을임계값을 초과하는초과하는 경우에만경우에만 출력을출력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잘못된잘못된 결과결과 예예

      

     

hwlatdetect: test duration 3600 seconds
detector: tracer
parameters:
Latency threshold: 10us
Sample window: 1000000us
Sample width: 950000us
Non-sampling period: 50000us
Output File: None

Starting test
test finished
Max Latency: Below threshold
Samples recorded: 0

hwlatdetect: test duration 3600 seconds
detector: tracer
parameters:Latency threshold: 10usSample window: 1000000us
Sample width: 950000usNon-sampling period: 50000usOutput File: None

Starting tests:1610542421.275784439, inner:78, outer:81
ts: 1610542444.330561619, inner:27, outer:28
ts: 1610542445.332549975, inner:39, outer:38
ts: 1610542541.568546097, inner:47, outer:32
ts: 1610542590.681548531, inner:13, outer:17
ts: 1610543033.818801482, inner:29, outer:30
ts: 1610543080.938801990, inner:90, outer:76
ts: 1610543129.065549639, inner:28, outer:39
ts: 1610543474.859552115, inner:28, outer:35
ts: 1610543523.973856571, inner:52, outer:49
ts: 1610543572.089799738, inner:27, outer:30
ts: 1610543573.091550771, inner:34, outer:28
ts: 1610543574.093555202, inner:116, outer: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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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latdetect 의의 출력은출력은 여러여러 샘플이샘플이 임계값을임계값을 초과함을초과함을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그러나그러나 동일한동일한 출력은출력은 다음다음 요인요인
에에 따라따라 다른다른 결과를결과를 나타낼나타낼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테스트테스트 기간기간
      

       CPU 코어코어 수수
      

       호스트호스트 펌웨어펌웨어 설정설정
      

주의주의

      다음다음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진행하기진행하기 전에전에 hwlatdetect 에서에서 보고하는보고하는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필요한필요한 임계값을임계값을 충족하는지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하드웨어에서하드웨어에서 도입된도입된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수정하수정하

려면려면 시스템시스템 벤더벤더 지원에지원에 문의해야문의해야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모든모든 대기대기 시간시간 급증이급증이 하드웨어와하드웨어와 관련이관련이 있는있는 것은것은 아닙니다아닙니다. 호스트호스트 펌웨어를펌웨어를 
튜닝하여튜닝하여 워크로드워크로드 요구요구 사항을사항을 충족해야충족해야 합니다합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시스템시스템 튜닝의튜닝의 펌웨펌웨
어어 매개변수매개변수 설정을설정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15.4.2. cyclelictest 실행실행

     cyclictest 툴은툴은 지정된지정된 CPU에서에서 실시간실시간 커널커널 스케줄러스케줄러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측정합니다측정합니다.
    

중요중요

      항상항상 DISCOVERY_MODE=true 세트를세트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그그
렇지렇지 않은않은 경우경우 테스트테스트 모음에서모음에서 실행실행 중인중인 클러스터클러스터 구성을구성을 변경합니다변경합니다.
     

참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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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podman 명령을명령을 루트가루트가 아닌아닌 사용자사용자 또는또는 권한이권한이 없는없는 사용자로사용자로 실행하는실행하는 경우경우 권한권한 
거부거부 오류로오류로 인해인해 마운트마운트 경로가경로가 실패할실패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podman 명령이명령이 작동하도록작동하도록 하려면하려면 
:Z 를를 볼륨볼륨 생성에생성에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예예: -v $(pwd)/:/kubeconfig:Z ). 이렇게이렇게 하면하면 podman 에서에서 
적절한적절한 SELinux 레이블을레이블을 다시다시 지정할지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고객고객 포털포털 인증인증 정보를정보를 사용하여사용하여 registry.redhat.io 에에 로그인했습니다로그인했습니다.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실시간실시간 커널이커널이 설치되어설치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클러스터클러스터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적용했습니다적용했습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cyclictest 를를 수행하려면수행하려면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변수변수 값을값을 적절하게적절하게 대체합니다대체합니다.
      

       명령은명령은 cyclictest 툴을툴을 10분분(600초초) 동안동안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최대최대 관찰관찰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MAXIMUM_LATENCY 보다보다 작으면작으면 테스트가테스트가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실행됩니다실행됩니다(이이 예제에서는예제에서는 20 
ECDHE). 20 ECDHE 이상의이상의 대기대기 시간시간 급증은급증은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 telco RAN 워크로드에는워크로드에는 허용되지허용되지 않않
습니다습니다.
      

       결과가결과가 대기대기 시간시간 임계값을임계값을 초과하면초과하면 테스트가테스트가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중요중요

        유효한유효한 결과의결과의 경우경우 테스트는테스트는 최소최소 12시간시간 동안동안 실행되어야실행되어야 합니다합니다.
       

실패실패 출력출력 예예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
-e LATENCY_TEST_RUN=true -e DISCOVERY_MODE=true -e 
ROLE_WORKER_CNF=worker-cnf \
-e LATENCY_TEST_CPUS=10 -e LATENCY_TEST_RUNTIME=600 -e 
MAXIMUM_LATENCY=20 \
registry.redhat.io/openshift4/cnf-tests-rhel8:v4.9 \
/usr/bin/test-run.sh -ginkgo.v -ginkgo.focus="cyclic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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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y mode enabled, skipping setup
running /usr/bin//cnftests -ginkgo.v -ginkgo.focus=cyclictest
I0811 15:02:36.350033      20 request.go:668] Waited for 1.049965918s due to client-side 
throttling, not priority and fairness, request: 
GET:https://api.cnfdc8.t5g.lab.eng.bos.redhat.com:6443/apis/machineconfiguration.op
enshift.io/v1?timeout=32s
Running Suite: CNF Features e2e integration tests
=================================================
Random Seed: 1628694153
Will run 1 of 138 specs

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
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
------------------------------
[performance] Latency Test with the cyclictest image
  should succeed
  /go/src/github.com/openshift-kni/cnf-features-deploy/vendor/github.com/openshift-
kni/performance-addon-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200
STEP: Waiting two minutes to download the latencyTest image
STEP: Waiting another two minutes to give enough time for the cluster to move the 
pod to Succeeded phase
Aug 11 15:03:06.826: [INFO]: found mcd machine-config-daemon-wf4w8 for node 
cnfdc8.clus2.t5g.lab.eng.bos.redhat.com

• Failure [22.527 seconds]
[performance] Latency Test
/go/src/github.com/openshift-kni/cnf-features-deploy/vendor/github.com/openshift-
kni/performance-addon-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84
  with the cyclictest image
  /go/src/github.com/openshift-kni/cnf-features-deploy/vendor/github.com/openshift-
kni/performance-addon-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188
    should succeed [It]
    /go/src/github.com/openshift-kni/cnf-features-deploy/vendor/github.com/openshift-
kni/performance-addon-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200

    The current latency 27 is bigger than the expected one 20
    Expected
        <bool>: false
    to be true

    /go/src/github.com/openshift-kni/cnf-features-deploy/vendor/github.com/openshift-
kni/performance-addon-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219

Log file created at: 2021/08/11 15:02:51
Running on machine: cyclictest-knk7d
Binary: Built with gc go1.16.6 for linux/amd64
Log line format: [IWEF]mmdd hh:mm:ss.uuuuuu threadid file:line] msg
I0811 15:02:51.092254       1 node.go:37] Environment information: /proc/cmdline: 
BOOT_IMAGE=(hd0,gpt3)/ostree/rhcos-
612d89f4519a53ad0b1a132f4add78372661bfb3994f5fe115654971aa58a543/vmlinuz-
4.18.0-305.10.2.rt7.83.el8_4.x86_64 ip=dhcp random.trust_cpu=on console=tty0 
console=ttyS0,115200n8 
ostree=/ostree/boot.1/rhcos/612d89f4519a53ad0b1a132f4add78372661bfb3994f5fe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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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ctest 결과결과 예예

     동일한동일한 출력은출력은 다른다른 워크로드에워크로드에 대해대해 다른다른 결과를결과를 나타낼나타낼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최대최대 18ECDHE의의 급급
증은증은 4G DU 워크로드에는워크로드에는 허용되지만허용되지만 5G DU 워크로드에서는워크로드에서는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54971aa58a543/0 ignition.platform.id=openstack root=UUID=5a4ddf16-9372-44d9-ac4e-
3ee329e16ab3 rw rootflags=prjquota skew_tick=1 nohz=on rcu_nocbs=1-3 
tuned.non_isolcpus=000000ff,ffffffff,ffffffff,fffffff1 intel_pstate=disable nosoftlockup 
tsc=nowatchdog intel_iommu=on iommu=pt isolcpus=managed_irq,1-3 
systemd.cpu_affinity=0,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
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
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
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 default_hugepagesz=1G 
hugepagesz=2M hugepages=128 nmi_watchdog=0 audit=0 mce=off 
processor.max_cstate=1 idle=poll intel_idle.max_cstate=0
I0811 15:02:51.092427       1 node.go:44] Environment information: kernel version 
4.18.0-305.10.2.rt7.83.el8_4.x86_64
I0811 15:02:51.092450       1 main.go:48] running the cyclictest command with 
arguments \
[-D 600 -95 1 -t 10 -a 2,4,6,8,10,54,56,58,60,62 -h 30 -i 1000 --quiet]
I0811 15:03:06.147253       1 main.go:54] succeeded to run the cyclictest command: # 
/dev/cpu_dma_latency set to 0us
# Histogram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1 000000   005561  027778  037704  011987  000000  120755  238981  081847  
300186
000002 587440   581106  564207  554323  577416  590635  474442  357940  513895  
296033
000003 011751   011441  006449  006761  008409  007904  002893  002066  003349  
003089
000004 000527   001079  000914  000712  001451  001120  000779  000283  000350  
000251

More histogram entries ...
# Min Latencies: 00002 00001 00001 00001 00001 00002 00001 00001 00001 00001
# Avg Latencies: 00002 00002 00002 00001 00002 00002 00001 00001 00001 00001
# Max Latencies: 00018 00465 00361 00395 00208 00301 02052 00289 00327 00114
# Histogram Overflows: 00000 00220 00159 00128 00202 00017 00069 00059 00045 
00120
# Histogram Overflow at cycle number:
# Thread 0:
# Thread 1: 01142 01439 05305 … # 00190 others
# Thread 2: 20895 21351 30624 … # 00129 others
# Thread 3: 01143 17921 18334 … # 00098 others
# Thread 4: 30499 30622 31566 ... # 00172 others
# Thread 5: 145221 170910 171888 ...
# Thread 6: 01684 26291 30623 ...# 00039 others
# Thread 7: 28983 92112 167011 … 00029 others
# Thread 8: 45766 56169 56171 ...# 00015 others
# Thread 9: 02974 08094 13214 ... # 00090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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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좋은 결과결과 예예

      

     

잘못된잘못된 결과결과 예예

      

running cmd: cyclictest -q -D 10m -p 1 -t 16 -a 2,4,6,8,10,12,14,16,54,56,58,60,62,64,66,68 -h 30 
-i 1000 -m
# Histogram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2 579506   535967  418614  573648  532870  529897  489306  558076  582350  585188  
583793  223781  532480  569130  472250  576043
More histogram entries ...
# Total: 000600000 000600000 000600000 000599999 000599999 000599999 000599998 
000599998 000599998 000599997 000599997 000599996 000599996 000599995 000599995 
000599995
# Min Latencies: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 Avg Latencies: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 Max Latencies: 00005 00005 00004 00005 00004 00004 00005 00005 00006 00005 00004 
00005 00004 00004 00005 00004
# Histogram Overflows: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 Histogram Overflow at cycle number:
# Thread 0:
# Thread 1:
# Thread 2:
# Thread 3:
# Thread 4:
# Thread 5:
# Thread 6:
# Thread 7:
# Thread 8:
# Thread 9:
# Thread 10:
# Thread 11:
# Thread 12:
# Thread 13:
# Thread 14:
# Thread 15:

running cmd: cyclictest -q -D 10m -p 1 -t 16 -a 2,4,6,8,10,12,14,16,54,56,58,60,62,64,66,68 -h 30 
-i 1000 -m
#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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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oslat 실행실행

     oslat 테스트는테스트는 CPU 집약적집약적 DPDK 애플리케이션을애플리케이션을 시뮬레이션하고시뮬레이션하고 모든모든 중단중단 및및 중단을중단을 측정하여측정하여 클클
러스터가러스터가 CPU의의 과도한과도한 데이터데이터 처리를처리를 처리하는처리하는 방법을방법을 테스트합니다테스트합니다.
    

중요중요

      항상항상 DISCOVERY_MODE=true 세트를세트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그그
렇지렇지 않은않은 경우경우 테스트테스트 모음에서모음에서 실행실행 중인중인 클러스터클러스터 구성을구성을 변경합니다변경합니다.
     

참고참고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2 564632   579686  354911  563036  492543  521983  515884  378266  592621  463547  
482764  591976  590409  588145  589556  353518
More histogram entries ...
# Total: 000599999 000599999 000599999 000599997 000599997 000599998 000599998 
000599997 000599997 000599996 000599995 000599996 000599995 000599995 000599995 
000599993
# Min Latencies: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 Avg Latencies: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 Max Latencies: 00493 00387 00271 00619 00541 00513 00009 00389 00252 00215 00539 
00498 00363 00204 00068 00520
# Histogram Overflows: 00001 00001 00001 00002 00002 00001 00000 00001 00001 00001 
00002 00001 00001 00001 00001 00002
# Histogram Overflow at cycle number:
# Thread 0: 155922
# Thread 1: 110064
# Thread 2: 110064
# Thread 3: 110063 155921
# Thread 4: 110063 155921
# Thread 5: 155920
# Thread 6:
# Thread 7: 110062
# Thread 8: 110062
# Thread 9: 155919
# Thread 10: 110061 155919
# Thread 11: 155918
# Thread 12: 155918
# Thread 13: 110060
# Thread 14: 110060
# Thread 15: 110059 15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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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podman 명령을명령을 루트가루트가 아닌아닌 사용자사용자 또는또는 권한이권한이 없는없는 사용자로사용자로 실행하는실행하는 경우경우 권한권한 
거부거부 오류로오류로 인해인해 마운트마운트 경로가경로가 실패할실패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podman 명령이명령이 작동하도록작동하도록 하려면하려면 
:Z 를를 볼륨볼륨 생성에생성에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예예: -v $(pwd)/:/kubeconfig:Z ). 이렇게이렇게 하면하면 podman 에서에서 
적절한적절한 SELinux 레이블을레이블을 다시다시 지정할지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고객고객 포털포털 인증인증 정보를정보를 사용하여사용하여 registry.redhat.io 에에 로그인했습니다로그인했습니다.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클러스터클러스터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적용했습니다적용했습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oslat 테스트를테스트를 수행하려면수행하려면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변수변수 값을값을 적절하게적절하게 대체합니다대체합니다.
      

       LATENCY_TEST_CPUS 는는 oslat 명령으로명령으로 테스트할테스트할 CPU 목록을목록을 표시합니다표시합니다.
      

       이이 명령은명령은 OS lat 툴을툴을 10분분(600초초) 동안동안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최대최대 관찰관찰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MAXIMUM_LATENCY (20 ECDHEs)보다보다 작으면작으면 테스트가테스트가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실행됩니다실행됩니다.
      

       결과가결과가 대기대기 시간시간 임계값을임계값을 초과하면초과하면 테스트가테스트가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중요중요

        유효한유효한 결과의결과의 경우경우 테스트는테스트는 최소최소 12시간시간 동안동안 실행되어야실행되어야 합니다합니다.
       

실패실패 출력출력 예예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
-e LATENCY_TEST_RUN=true -e DISCOVERY_MODE=true -e 
ROLE_WORKER_CNF=worker-cnf \
-e LATENCY_TEST_CPUS=7 -e LATENCY_TEST_RUNTIME=600 -e 
MAXIMUM_LATENCY=20 \
registry.redhat.io/openshift4/cnf-tests-rhel8:v4.9 \
/usr/bin/test-run.sh -ginkgo.v -ginkgo.focus="os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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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usr/bin//validationsuite -ginkgo.v -ginkgo.focus=oslat
I0829 12:36:55.386776       8 request.go:668] Waited for 1.000303471s due to client-side 
throttling, not priority and fairness, request: 
GET:https://api.cnfdc8.t5g.lab.eng.bos.redhat.com:6443/apis/authentication.k8s.io/v1?
timeout=32s
Running Suite: CNF Features e2e validation
==========================================

Discovery mode enabled, skipping setup
running /usr/bin//cnftests -ginkgo.v -ginkgo.focus=oslat
I0829 12:37:01.219077      20 request.go:668] Waited for 1.050010755s due to client-side 
throttling, not priority and fairness, request: 
GET:https://api.cnfdc8.t5g.lab.eng.bos.redhat.com:6443/apis/snapshot.storage.k8s.io/
v1beta1?timeout=32s
Running Suite: CNF Features e2e integration tests
=================================================
Random Seed: 1630240617
Will run 1 of 142 specs

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
------------------------------
[performance] Latency Test with the oslat image
  should succeed
  /go/src/github.com/openshift-kni/cnf-features-deploy/vendor/github.com/openshift-
kni/performance-addon-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134
STEP: Waiting two minutes to download the latencyTest image
STEP: Waiting another two minutes to give enough time for the cluster to move the 
pod to Succeeded phase
Aug 29 12:37:59.324: [INFO]: found mcd machine-config-daemon-wf4w8 for node 
cnfdc8.clus2.t5g.lab.eng.bos.redhat.com

• Failure [49.246 seconds]
[performance] Latency Test
/go/src/github.com/openshift-kni/cnf-features-deploy/vendor/github.com/openshift-
kni/performance-addon-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59
  with the oslat image
  /go/src/github.com/openshift-kni/cnf-features-deploy/vendor/github.com/openshift-
kni/performance-addon-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112
    should succeed [It]
    /go/src/github.com/openshift-kni/cnf-features-deploy/vendor/github.com/openshift-
kni/performance-addon-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134

    The current latency 27 is bigger than the expected one 20 1
    Expected
        <bool>: false
    to be true
 /go/src/github.com/openshift-kni/cnf-features-deploy/vendor/github.com/openshift-
kni/performance-addon-operators/functests/4_latency/latency.go:168

Log file created at: 2021/08/29 13:25:21
Running on machine: oslat-57c2g
Binary: Built with gc go1.16.6 for linux/amd64
Log line format: [IWEF]mmdd hh:mm:ss.uuuuuu threadid file:line] 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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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829 13:25:21.569182       1 node.go:37] Environment information: /proc/cmdline: 
BOOT_IMAGE=(hd0,gpt3)/ostree/rhcos-
612d89f4519a53ad0b1a132f4add78372661bfb3994f5fe115654971aa58a543/vmlinuz-
4.18.0-305.10.2.rt7.83.el8_4.x86_64 ip=dhcp random.trust_cpu=on console=tty0 
console=ttyS0,115200n8 
ostree=/ostree/boot.0/rhcos/612d89f4519a53ad0b1a132f4add78372661bfb3994f5fe1156
54971aa58a543/0 ignition.platform.id=openstack root=UUID=5a4ddf16-9372-44d9-ac4e-
3ee329e16ab3 rw rootflags=prjquota skew_tick=1 nohz=on rcu_nocbs=1-3 
tuned.non_isolcpus=000000ff,ffffffff,ffffffff,fffffff1 intel_pstate=disable nosoftlockup 
tsc=nowatchdog intel_iommu=on iommu=pt isolcpus=managed_irq,1-3 
systemd.cpu_affinity=0,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
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
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
88,8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 default_hugepagesz=1G 
hugepagesz=2M hugepages=128 nmi_watchdog=0 audit=0 mce=off 
processor.max_cstate=1 idle=poll intel_idle.max_cstate=0
I0829 13:25:21.569345       1 node.go:44] Environment information: kernel version 
4.18.0-305.10.2.rt7.83.el8_4.x86_64
I0829 13:25:21.569367       1 main.go:53] Running the oslat command with arguments \
[--duration 600 --rtprio 1 --cpu-list 4,6,52,54,56,58 --cpu-main-thread 2]
I0829 13:35:22.632263       1 main.go:59] Succeeded to run the oslat command: oslat V 
2.00
Total runtime:    600 seconds
Thread priority:  SCHED_FIFO:1
CPU list:     4,6,52,54,56,58
CPU for main thread:  2
Workload:     no
Workload mem:     0 (KiB)
Preheat cores:    6

Pre-heat for 1 seconds...
Test starts...
Test completed.

        Core:  4 6 52 54 56 58
    CPU Freq:  2096 2096 2096 2096 2096 2096 (Mhz)
    001 (us):  19390720316 19141129810 20265099129 20280959461 19391991159 
19119877333
    002 (us):  5304 5249 5777 5947 6829 4971
    003 (us):  28 14 434 47 208 21
    004 (us):  1388 853 123568 152817 5576 0
    005 (us):  207850 223544 103827 91812 227236 231563
    006 (us):  60770 122038 277581 323120 122633 122357
    007 (us):  280023 223992 63016 25896 214194 218395
    008 (us):  40604 25152 24368 4264 24440 25115
    009 (us):  6858 3065 5815 810 3286 2116
    010 (us):  1947 936 1452 151 474 361
  ...
     Minimum:  1 1 1 1 1 1 (us)
     Average: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s)
     Maximum:  37 38 49 28 28 19 (us)
     Max-Min:  36 37 48 27 27 18 (us)
    Duration:  599.667 599.667 599.667 599.667 599.667 599.667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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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이 예에서예에서 측정된측정된 대기대기 시간은시간은 최대최대 허용된허용된 값값 외부에외부에 있습니다있습니다.
        

15.5.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테스트 실패실패 보고서보고서 생성생성

    다음다음 절차에절차에 따라따라 JUnit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테스트 출력출력 및및 테스트테스트 실패실패 보고서를보고서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OpenShift CLI(oc)가가 설치되어설치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cluster-admin 권한이권한이 있는있는 사용자로사용자로 로그인했습니다로그인했습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report 매개변수를매개변수를 보고서가보고서가 덤프되는덤프되는 경로와경로와 함께함께 전달하여전달하여 문제문제 해결을해결을 위한위한 클러스터클러스터 상상
태태 및및 리소스에리소스에 대한대한 정보가정보가 포함된포함된 테스트테스트 실패실패 보고서를보고서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report_folder_path> 

         보고서가보고서가 생성된생성된 폴더의폴더의 경로입니다경로입니다.
        

15.6. JUNIT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테스트 보고서보고서 생성생성

    다음다음 절차에절차에 따라따라 JUnit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테스트 출력출력 및및 테스트테스트 실패실패 보고서를보고서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v $(pwd)/reportdest:<report_folder_path> \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e DISCOVERY_MODE=true \
registry.redhat.io/openshift4/cnf-tests-rhel8:v4.9 \
/usr/bin/test-run.sh --report <report_folder_path> \
-ginkgo.focus="\[performance\]\ Latenc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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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OpenShift CLI(oc)가가 설치되어설치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cluster-admin 권한이권한이 있는있는 사용자로사용자로 로그인했습니다로그인했습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보고서가보고서가 덤프되는덤프되는 경로와경로와 함께함께 --junit 매개변수를매개변수를 전달하여전달하여 JUnit 호환호환 XML 보고서를보고서를 생성생성
합니다합니다.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junit_folder_path> 

         junit 보고서가보고서가 생성되는생성되는 폴더의폴더의 경로입니다경로입니다.
        

15.7.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테스트 실행실행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중요중요

     항상항상 DISCOVERY_MODE=true 세트를세트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그렇그렇
지지 않은않은 경우경우 테스트테스트 모음에서모음에서 실행실행 중인중인 클러스터클러스터 구성을구성을 변경합니다변경합니다.
    

참고참고

     podman 명령을명령을 루트가루트가 아닌아닌 사용자사용자 또는또는 권한이권한이 없는없는 사용자로사용자로 실행하는실행하는 경우경우 권한권한 거거
부부 오류로오류로 인해인해 마운트마운트 경로가경로가 실패할실패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podman 명령이명령이 작동하도록작동하도록 하려면하려면 :Z 
를를 볼륨볼륨 생성에생성에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예예: -v $(pwd)/:/kubeconfig:Z ). 이렇게이렇게 하면하면 podman 에서에서 적적
절한절한 SELinux 레이블을레이블을 다시다시 지정할지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v $(pwd)/junitdest:<junit_folder_path> \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e DISCOVERY_MODE=true \
registry.redhat.io/openshift4/cnf-tests-rhel8:v4.9 \
/usr/bin/test-run.sh --junit <junit_folder_path> \
-ginkgo.focus="\[performance\]\ Latenc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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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OpenShift CLI(oc)가가 설치되어설치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cluster-admin 권한이권한이 있는있는 사용자로사용자로 로그인했습니다로그인했습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하려면실행하려면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참고참고

       master가가 노드가노드가 속하는속하는 유일한유일한 시스템시스템 풀이므로풀이므로 
ROLE_WORKER_CNF=master 가가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에테스트에 필요한필요한 
MachineConfigPool 을을 설정하는설정하는 방법에방법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지시간지시간 테스트테스트 실실
행을행을 위한위한 전제전제 조건조건"을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테스트테스트 모음을모음을 실행한실행한 후에는후에는 모든모든 무위무위 리소스가리소스가 정리됩니다정리됩니다.
     

15.8.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테스트 실행실행

    CNF 테스트테스트 이미지는이미지는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외부외부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연결할연결할 수수 없는없는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여기에는여기에는 두두 단계가단계가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1. 
      cnf-tests 이미지를이미지를 사용자사용자 연결연결 해제된해제된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미러링합니다미러링합니다.
     

2. 
      사용자사용자 연결연결 해제된해제된 레지스트리의레지스트리의 이미지를이미지를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테스트에테스트에 지시합니다지시합니다.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는있는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레지스트리로레지스트리로 이미지이미지 미러링미러링

    이미지에이미지에 미러미러 실행실행 파일이파일이 제공되어제공되어 oc 에서에서 테스트테스트 이미지를이미지를 로컬로컬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미러링하는미러링하는 데데 필요필요
한한 입력을입력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
-e DISCOVERY_MODE=true -e ROLE_WORKER_CNF=master \
registry.redhat.io/openshift4/cnf-tests-rhel8:v4.9 \
/usr/bin/test-run.sh -ginkgo.focus="\[performance\]\ Latenc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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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는있는 임시임시 머신에서머신에서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registry.redhat.io: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disconnected_registry> 

         구성한구성한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미러미러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예예: my.local.registry:5000/ )입니다입니다.
        

2. 
      cnf-tests 이미지를이미지를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미러링한미러링한 경우경우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할실행할 때때 이미지를이미지를 
가져오는가져오는 데데 사용되는사용되는 원래원래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재정의해야재정의해야 합니다합니다. 예를예를 들면들면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레지스트리의레지스트리의 이미지를이미지를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테스트테스트 구성구성

    CNF_TESTS_IMAGE 및및 IMAGE_REGISTRY 변수를변수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테스트테스트 이미지이미지 및및 이미지이미지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테스트테스트 이미지이미지 및및 이미지이미지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구성하려구성하려

면면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custom_image_registry>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이미지이미지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예예: custom.registry:5000/ )입니다입니다.
        

<custom_cnf-tests_image>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
registry.redhat.io/openshift4/cnf-tests-rhel8:v4.9 \
/usr/bin/mirror -registry <disconnected_registry> | oc image mirror -f -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
-e DISCOVERY_MODE=true -e IMAGE_REGISTRY="<disconnected_registry>" \
-e CNF_TESTS_IMAGE="cnf-tests-rhel8:v4.9" \
/usr/bin/test-run.sh -ginkgo.focus="\[performance\]\ Latency\ Test"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
-e IMAGE_REGISTRY="<custom_image_registry>" \
-e CNF_TESTS_IMAGE="<custom_cnf-tests_image>" \
registry.redhat.io/openshift4/cnf-tests-rhel8:v4.9 /usr/bin/test-run.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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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cnf-tests 이미지입니다이미지입니다(예예: custom-cnf-tests-image:latest ).
        

클러스터클러스터 내부내부 레지스트리로레지스트리로 이미지이미지 미러링미러링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은은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표준표준 워크로드로워크로드로 실행되는실행되는 내장내장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이미지 레레
지스트리를지스트리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1. 
      경로를경로를 통해통해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공개하여공개하여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대한대한 외부외부 액세스액세스 권한을권한을 얻습니다얻습니다.
     

2.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끝점을끝점을 가져옵니다가져옵니다.
     

3. 
      이미지를이미지를 공개하는공개하는 데데 사용할사용할 네임스페이스를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4. 
      테스트에테스트에 사용되는사용되는 모든모든 네임스페이스에서네임스페이스에서 이미지이미지 스트림을스트림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테테
스트스트 네임스페이스가네임스페이스가 cnf-tests 이미지이미지 스트림에서스트림에서 이미지를이미지를 가져올가져올 수수 있도록있도록 하는하는 데데 필요합니필요합니

다다.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5.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Docker 보안보안 이름이름 및및 인증인증 토큰을토큰을 검색합니다검색합니다.
     

$ oc patch configs.imageregistry.operator.openshift.io/cluster --patch '{"spec":
{"defaultRoute":true}}' --type=merge

$ REGISTRY=$(oc get route default-route -n openshift-image-registry --template='{{ 
.spec.host }}')

$ oc create ns cnftests

$ oc policy add-role-to-user system:image-puller system:serviceaccount:cnf-features-
testing:default --namespace=cnftests

$ oc policy add-role-to-user system:image-puller system:serviceaccount:performance-
addon-operators-testing:default --namespace=cnftests

$ SECRET=$(oc -n cnftests get secret | grep builder-docker | awk {'print $1'}

$ TOKEN=$(oc -n cnftests get secret $SECRET -o jsonpath="{.data['\.dockercfg']}" | 
base64 --decode | jq '.["image-registry.openshift-image-registry.svc:5000"].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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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ockerauth.json 파일을파일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예를예를 들면들면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7. 
      이미지이미지 미러링을미러링을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8.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다른다른 테스트테스트 이미지이미지 세트세트 미러링미러링

    선택적으로선택적으로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위해위해 미러링된미러링된 기본기본 업스트림업스트림 이미지를이미지를 변경할변경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1. 
      mirror 명령은명령은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업스트림업스트림 이미지를이미지를 미러링합니다미러링합니다. 다음다음 형식의형식의 파일을파일을 이미지에이미지에 전전
달하여달하여 재정의할재정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2. 
      파일을파일을 mirror 명령에명령에 전달합니다전달합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images.json 으로으로 로컬로로컬로 저장합니다저장합니다. 다음다음 명명
령을령을 사용하면사용하면 로컬로컬 경로가경로가 컨테이너컨테이너 내내 /kubeconfig에에 마운트되어마운트되어 mirror 명령에명령에 전달될전달될 수수 있있
습니다습니다.
     

$ echo "{\"auths\": { \"$REGISTRY\": { \"auth\": $TOKEN } }}" > dockerauth.json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
registry.redhat.io/openshift4/cnf-tests-rhel8:4.9 \
/usr/bin/mirror -registry $REGISTRY/cnftests |  oc image mirror --insecure=true \
-a=$(pwd)/dockerauth.json -f -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
-e DISCOVERY_MODE=true -e IMAGE_REGISTRY=image-registry.openshift-image-
registry.svc:5000/cnftests \
cnf-tests-local:latest /usr/bin/test-run.sh -ginkgo.focus="\[performance\]\ Latency\ 
Test"

[
    {
        "registry": "public.registry.io:5000",
        "image": "imageforcnftests:4.9"
    }
]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
registry.redhat.io/openshift4/cnf-tests-rhel8:v4.9 /usr/bin/mirror \
--registry "my.local.registry:5000/" --images "/kubeconfig/images.json" \
|  oc image mirror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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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CNF-TESTS 컨테이너로컨테이너로 오류오류 문제문제 해결해결

    대기대기 시간시간 테스트를테스트를 실행하려면실행하려면 cnf-tests 컨테이너컨테이너 내에서내에서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OpenShift CLI(oc)가가 설치되어설치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cluster-admin 권한이권한이 있는있는 사용자로사용자로 로그인했습니다로그인했습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cnf-tests 컨테이너컨테이너 내부에서내부에서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는지있는지 확인합니확인합니

다다.
     

      이이 명령이명령이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으면않으면 DNS, MTU 크기크기 또는또는 방화벽방화벽 액세스와액세스와 관련된관련된 오류가오류가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 podman run -v $(pwd)/:/kubeconfig:Z -e KUBECONFIG=/kubeconfig/kubeconfig \
registry.redhat.io/openshift4/cnf-tests-rhel8:v4.9 \
oc get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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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장. 성능성능 프로파일프로파일 작성작성

   Performance Profile Creator(PPC)와와 이를이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만드는만드는 방법을방법을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16.1. 성능성능 프로파일프로파일 작성툴작성툴 정보정보

    PPC(Performance Profile creator)는는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생성하는생성하는 데데 사용되는사용되는 Performance Addon 
Operator와와 함께함께 제공되는제공되는 명령행명령행 툴입니다툴입니다. 이이 툴은툴은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must-gather 데이터와데이터와 여러여러 사용자가사용자가 
제공하는제공하는 프로필프로필 인수를인수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PPC는는 하드웨어하드웨어 및및 토폴로지에토폴로지에 적합한적합한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툴은툴은 다음다음 방법방법 중중 하나로하나로 실행됩니다실행됩니다.
   

      podman 호출호출
     

      래퍼래퍼 스크립트스크립트 호출호출
     

16.1.1. must-gather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데이터데이터 수집수집

     PPC(Performance Profile creator) 툴에는툴에는 must-gather 데이터가데이터가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자는관리자는 
must-gather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정보를정보를 캡처합니다캡처합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cluster-admin 역할의역할의 사용자로사용자로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Performance Addon Operator 이미지에이미지에 액세스합니다액세스합니다.
      

       OpenShift CLI(oc)가가 설치되어설치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절차절차

1. 
       must-gather 데이터를데이터를 저장하려는저장하려는 디렉터리로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이동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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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must-gather를를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참고참고

        must-gather 명령은명령은 performance-addon-operator-must-gather 이미지를이미지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실행해야실행해야 합니다합니다. 출력을출력을 선택적으로선택적으로 압축할압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Performance 
Profile Creator 래퍼래퍼 스크립트를스크립트를 실행하는실행하는 경우경우 압축압축 출력이출력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예제예제

        

       

3. 
       must-gather 디렉터리에서디렉터리에서 압축압축 파일을파일을 만듭니다만듭니다.
      

16.1.2. podman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Performance Profile Creator 실행실행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자는관리자는 podman 및및 Performance Profile Creator를를 실행하여실행하여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만들만들 수수 있습있습
니다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cluster-admin 역할의역할의 사용자로사용자로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클러스터가클러스터가 베어베어 메탈메탈 하드웨어에하드웨어에 설치되어설치되어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podman 및및 OpenShift CLI(oc)가가 설치된설치된 노드가노드가 있습니다있습니다.
      

$ oc adm must-gather --image=<PAO_image> --dest-dir=<dir>

$ oc adm must-gather --image=registry.redhat.io/openshift4/performance-addon-
operator-must-gather-rhel8:v4.9 --dest-dir=must-gather

$ tar cvaf must-gather.tar.gz must-g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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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절차

1.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을풀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2. 
       Podman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registry.redhat.io를를 인증합니다인증합니다.
      

3. 
       선택선택 사항사항: PPC 툴에툴에 대한대한 도움말을도움말을 표시합니다표시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 oc get mcp

NAME         CONFIG                                                 UPDATED   UPDATING   DEGRADED   
MACHINECOUNT   READYMACHINECOUNT   UPDATEDMACHINECOUNT   
DEGRADEDMACHINECOUNT   AGE
master       rendered-master-acd1358917e9f98cbdb599aea622d78b       True      False      
False      3              3                   3                     0                      22h
worker-cnf   rendered-worker-cnf-1d871ac76e1951d32b2fe92369879826   False     True       
False      2              1                   1                     0                      22h

$ podman login registry.redhat.io

Username: myrhusername
Password: ************

$ podman run --entrypoint performance-profile-creator 
registry.redhat.io/openshift4/performance-addon-rhel8-operator:v4.9 -h

A tool that automates creation of Performance Profiles

Usage:
  performance-profile-creator [flags]

Flags:
      --disable-ht                        Disable Hyperthreading
  -h, --help                              help for performance-profile-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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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색검색 모드에서모드에서 Performance Profile Creator 툴을툴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참고참고

        검색검색 모드는모드는 must-gather의의 출력을출력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검사합니다검사합니다. 생성생성
된된 출력에는출력에는 다음에다음에 대한대한 정보가정보가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할당된할당된 CPU ID로로 NUMA 셀셀 파티셔닝파티셔닝

         

          하이퍼스레딩하이퍼스레딩 활성화활성화 여부여부
         

        이이 정보를정보를 사용하여사용하여 Performance Profile Creator 툴에툴에 제공된제공된 일부일부 인수에인수에 
대해대해 적절한적절한 값을값을 설정할설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참고참고

      --info string                       Show cluster information; requires --must-gather-dir-path, 
ignore the other arguments. [Valid values: log, json] (default "log")
      --mcp-name string                   MCP name corresponding to the target machines 
(required)
      --must-gather-dir-path string       Must gather directory path (default "must-gather")
      --power-consumption-mode string     The power consumption mode.  [Valid values: 
default, low-latency, ultra-low-latency] (default "default")
      --profile-name string               Name of the performance profile to be created 
(default "performance")
      --reserved-cpu-count int            Number of reserved CPUs (required)
      --rt-kernel                         Enable Real Time Kernel (required)
      --split-reserved-cpus-across-numa   Split the Reserved CPUs across NUMA nodes
      --topology-manager-policy string    Kubelet Topology Manager Policy of the 
performance profile to be created. [Valid values: single-numa-node, best-effort, 
restricted] (default "restricted")
      --user-level-networking             Run with User level Networking(DPDK) enabled

$ podman run --entrypoint performance-profile-creator -v /must-gather:/must-gather:z 
registry.redhat.io/openshift4/performance-addon-rhel8-operator:v4.9 --info log --must-
gather-dir-path /must-g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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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이이 명령은명령은 Performance Profile Creator 툴을툴을 podman의의 새새 진입점으로진입점으로 사사
용합니다용합니다. 호스트의호스트의 must-gather 데이터를데이터를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에이미지에 매핑하고매핑하고 필요한필요한 
사용자사용자 제공제공 프로필프로필 인수를인수를 호출하여호출하여 my-performance-profile.yaml 파일을파일을 생성생성
합니다합니다.
       

        -v 옵션은옵션은 다음다음 중중 하나로하나로 설정할설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must-gather 출력출력 디렉터리디렉터리

         

          must-gather 압축압축 해제된해제된 tarball이이 포함된포함된 기존기존 디렉터리디렉터리

         

        info 옵션에는옵션에는 출력출력 형식을형식을 지정하는지정하는 값이값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가능한가능한 값은값은 log 및및  
JSON입니다입니다. JSON 형식은형식은 디버깅을디버깅을 위해위해 예약되어예약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5. 
       podman을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참고참고

$ podman run --entrypoint performance-profile-creator -v /must-gather:/must-gather:z 
registry.redhat.io/openshift4/performance-addon-rhel8-operator:v4.9 --mcp-
name=worker-cnf --reserved-cpu-count=20 --rt-kernel=true --split-reserved-cpus-
across-numa=false --topology-manager-policy=single-numa-node --must-gather-dir-
path /must-gather  --power-consumption-mode=ultra-low-latency > my-performance-
profile.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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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Performance Profile Creator 인수는인수는 Performance Profile Creator 인수인수 테테
이블에이블에 표시됩니다표시됩니다. 다음다음 인수가인수가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reserved-cpu-count
         

          mcp-name
         

          rt-kernel
         

        이이 예제의예제의 mcp-name 인수는인수는 oc get mcp 명령의명령의 출력에출력에 따라따라 worker-cnf로로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는는 --mcp-name=master 를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6. 
       생성된생성된 YAML 파일을파일을 검토합니다검토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 cat my-performance-profile.yaml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metadata:
  name: performance
spec:
  additionalKernelArgs:
  - nmi_watchdog=0
  - audit=0
  - mce=off
  - processor.max_cstate=1
  - intel_idle.max_cstate=0
  - idle=poll
  cpu:
    isolated: 1,3,5,7,9,11,13,15,17,19-39,41,43,45,47,49,51,53,55,57,59-79
    reserved: 0,2,4,6,8,10,12,14,16,18,40,42,44,46,48,50,52,54,56,58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worker-cnf: ""
  numa:
    topologyPolicy: single-numa-node
  realTimeKernel:
    enabl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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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성된생성된 프로필을프로필을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참고참고

        프로필을프로필을 적용하기적용하기 전에전에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16.1.2.1. podman을을 실행하여실행하여 성능성능 프로파일을프로파일을 만드는만드는 방법방법

      다음다음 예제에서는예제에서는 podman을을 실행하여실행하여 NUMA 노드노드 간에간에 분할될분할될 예약된예약된 20개의개의 CPU가가 있는있는 성능성능 프로프로
필을필을 생성하는생성하는 방법을방법을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노드노드 하드웨어하드웨어 구성구성:
     

        80 CPU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스레딩 활성화활성화

       

        두두 개의개의 NUMA 노드노드
       

        짝수짝수 번호의번호의 CPU는는 NUMA 노드노드 0에서에서 실행되고실행되고 홀수홀수 번호의번호의 CPU는는 NUMA 노드노드 1에서에서 실실
행행

       

      podman을을 실행하여실행하여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 oc apply -f my-performance-profile.yaml

$ podman run --entrypoint performance-profile-creator -v /must-gather:/must-gather:z 
registry.redhat.io/openshift4/performance-addon-rhel8-operator:v4.9 --mcp-name=worker-cnf 
--reserved-cpu-count=20 --rt-kernel=true --split-reserved-cpus-across-numa=true --must-
gather-dir-path /must-gather > my-performance-profile.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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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생성된 프로필은프로필은 다음다음 YAML에에 설명되어설명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참고참고

       이이 경우경우 NUMA 노드노드 0에에 CPU 10개가개가 예약되고예약되고 NUMA 노드노드 1에에 CPU 10개가개가 예약됩예약됩

니다니다.
      

16.1.3. Performance Profile Creator 래퍼래퍼 스크립트스크립트 실행실행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래퍼래퍼 스크립트는스크립트는 PPC(Performance Profile Creator) 툴의툴의 실행을실행을 간소화합니다간소화합니다. 
podman 실행과실행과 관련된관련된 복잡성을복잡성을 숨기고숨기고 매핑매핑 디렉터리를디렉터리를 지정하면지정하면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만들만들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Performance Addon Operator 이미지에이미지에 액세스합니다액세스합니다.
      

       must-gather tarball에에 액세스합니다액세스합니다.
      

절차절차

1. 
       예를예를 들어들어 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 run-perf-profile-creator.sh라는라는 이름의이름의 파일을파일을 로컬로컬 시스템에시스템에 생성합생성합

니다니다

      

2.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metadata:
    name: performance
  spec:
    cpu:
      isolated: 10-39,50-79
      reserved: 0-9,40-49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worker-cnf: ""
    numa:
      topologyPolicy: restricted
    realTimeKernel:
      enabled: true

$ vi run-perf-profile-creator.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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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다음 코드를코드를 파일에파일에 붙여넣습니다붙여넣습니다.
      

#!/bin/bash

readonly CONTAINER_RUNTIME=${CONTAINER_RUNTIME:-podman}
readonly CURRENT_SCRIPT=$(basename "$0")
readonly CMD="${CONTAINER_RUNTIME} run --entrypoint performance-profile-
creator"
readonly IMG_EXISTS_CMD="${CONTAINER_RUNTIME} image exists"
readonly IMG_PULL_CMD="${CONTAINER_RUNTIME} image pull"
readonly MUST_GATHER_VOL="/must-gather"

PAO_IMG="registry.redhat.io/openshift4/performance-addon-rhel8-operator:v4.9"
MG_TARBALL=""
DATA_DIR=""

usage() {
  print "Wrapper usage:"
  print "  ${CURRENT_SCRIPT} [-h] [-p image][-t path] -- [performance-profile-creator 
flags]"
  print ""
  print "Options:"
  print "   -h                 help for ${CURRENT_SCRIPT}"
  print "   -p                 Performance Addon Operator image"
  print "   -t                 path to a must-gather tarball"

  ${IMG_EXISTS_CMD} "${PAO_IMG}" && ${CMD} "${PAO_IMG}" -h
}

function cleanup {
  [ -d "${DATA_DIR}" ] && rm -rf "${DATA_DIR}"
}
trap cleanup EXIT

exit_error() {
  print "error: $*"
  usage
  exit 1
}

print() {
  echo  "$*" >&2
}

check_requirements() {
  ${IMG_EXISTS_CMD} "${PAO_IMG}" || ${IMG_PULL_CMD} "${PAO_IMG}" || \
      exit_error "Performance Addon Operator image not found"

  [ -n "${MG_TARBALL}" ] || exit_error "Must-gather tarball file path is mandatory"
  [ -f "${MG_TARBALL}" ] || exit_error "Must-gather tarball file not found"

  DATA_DIR=$(mktemp -d -t "${CURRENT_SCRIPT}XXXX") || exit_error "Cannot create 
the data directory"
  tar -zxf "${MG_TARBALL}" --directory "${DATA_DIR}" || exit_error "Can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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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이 스크립트에스크립트에 모든모든 사용자에사용자에 대한대한 실행실행 권한을권한을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4. 
       선택선택 사항사항: run-perf-profile-creator.sh 명령명령 사용을사용을 표시합니다표시합니다.
      

예상예상 출력출력

        

decompress the must-gather tarball"
  chmod a+rx "${DATA_DIR}"

  return 0
}

main() {
  while getopts ':hp:t:' OPT; do
    case "${OPT}" in
      h)
        usage
        exit 0
        ;;
      p)
        PAO_IMG="${OPTARG}"
        ;;
      t)
        MG_TARBALL="${OPTARG}"
        ;;
      ?)
        exit_error "invalid argument: ${OPTARG}"
        ;;
    esac
  done
  shift $((OPTIND - 1))

  check_requirements || exit 1

  ${CMD} -v "${DATA_DIR}:${MUST_GATHER_VOL}:z" "${PAO_IMG}" "$@" --must-
gather-dir-path "${MUST_GATHER_VOL}"
  echo "" 1>&2
}

main "$@"

$ chmod a+x run-perf-profile-creator.sh

$ ./run-perf-profile-creator.sh -h

Wrapper usage:
  run-perf-profile-creator.sh [-h] [-p image][-t path] -- [performance-profile-creator f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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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참고

        두두 가지가지 유형의유형의 인수가인수가 있습니다있습니다.
       

          래퍼래퍼 인수인수 즉즉 -h,-p 및및 -t
         

          PPC 인수인수
         

 

         선택선택 사항사항: Performance Addon Operator 이미지를이미지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설정되지설정되지 않은않은 경우경우  
기본기본 업스트림업스트림 이미지이미지( registry.redhat.io/openshift4/performance-addon-rhel8-
operator:v4.9 )가가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Options:
   -h                 help for run-perf-profile-creator.sh
   -p                 Performance Addon Operator image 1
   -t                 path to a must-gather tarball 2

A tool that automates creation of Performance Profiles

   Usage:
     performance-profile-creator [flags]

   Flags:
         --disable-ht                        Disable Hyperthreading
     -h, --help                              help for performance-profile-creator
         --info string                       Show cluster information; requires --must-gather-dir-
path, ignore the other arguments. [Valid values: log, json] (default "log")
         --mcp-name string                   MCP name corresponding to the target machines 
(required)
         --must-gather-dir-path string       Must gather directory path (default "must-
gather")
         --power-consumption-mode string     The power consumption mode.  [Valid 
values: default, low-latency, ultra-low-latency] (default "default")
         --profile-name string               Name of the performance profile to be created 
(default "performance")
         --reserved-cpu-count int            Number of reserved CPUs (required)
         --rt-kernel                         Enable Real Time Kernel (required)
         --split-reserved-cpus-across-numa   Split the Reserved CPUs across NUMA 
nodes
         --topology-manager-policy string    Kubelet Topology Manager Policy of the 
performance profile to be created. [Valid values: single-numa-node, best-effort, 
restricted] (default "restricted")
         --user-level-networking             Run with User level Networking(DPDK) 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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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는는 필수필수 래퍼래퍼 스크립트스크립트 인수이며인수이며 must-gather tarball의의 경로를경로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5. 
       검색검색 모드에서모드에서 performance profile creator 툴을툴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참고참고

        검색검색 모드는모드는 must-gather의의 출력을출력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검사합니다검사합니다. 생성생성
된된 출력에는출력에는 다음에다음에 대한대한 정보가정보가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할당된할당된 CPU ID로로 NUMA 셀셀 파티션을파티션을 분할분할
         

          하이퍼스레딩하이퍼스레딩 활성화활성화 여부여부
         

        이이 정보를정보를 사용하여사용하여 Performance Profile Creator 툴에툴에 제공된제공된 일부일부 인수에인수에 
대해대해 적절한적절한 값을값을 설정할설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참고참고

        info 옵션에는옵션에는 출력출력 형식을형식을 지정하는지정하는 값이값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가능한가능한 값은값은 log 및및  
JSON입니다입니다. JSON 형식은형식은 디버깅을디버깅을 위해위해 예약되어예약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6.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을풀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 ./run-perf-profile-creator.sh -t /must-gather/must-gather.tar.gz -- --info=log

$ oc get mcp

NAME         CONFIG                                                 UPDATED   UPDATING   DEGRADED   
MACHINECOUNT   READYMACHINECOUNT   UPDATEDMACHINE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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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능성능 프로파일을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참고참고

        Performance Profile Creator 인수는인수는 Performance Profile Creator 인수인수 테테
이블에이블에 표시됩니다표시됩니다. 다음다음 인수가인수가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reserved-cpu-count
         

          mcp-name
         

          rt-kernel
         

        이이 예제의예제의 mcp-name 인수는인수는 oc get mcp 명령의명령의 출력에출력에 따라따라 worker-cnf로로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는는 --mcp-name=master 를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8. 
       생성된생성된 YAML 파일을파일을 검토합니다검토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DEGRADEDMACHINECOUNT   AGE
master       rendered-master-acd1358917e9f98cbdb599aea622d78b       True      False      
False      3              3                   3                     0                      22h
worker-cnf   rendered-worker-cnf-1d871ac76e1951d32b2fe92369879826   False     True       
False      2              1                   1                     0                      22h

$ ./run-perf-profile-creator.sh -t /must-gather/must-gather.tar.gz -- --mcp-
name=worker-cnf --reserved-cpu-count=2 --rt-kernel=true > my-performance-
profile.yaml

$ cat my-performance-profile.yaml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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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성된생성된 프로필을프로필을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참고참고

        프로필을프로필을 적용하기적용하기 전에전에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16.1.4. Performance Profile Creator 인수인수

표표 16.1. Performance Profile Creator 인수인수

인수인수 설명설명

disable-ht 하이퍼스레딩을 비활성화합니다.

가능한 값: true 또는 false.

기본값: false

주의주의

이 인수가 true로 설정된 경우 BIOS에서 하이퍼 스레딩
을 비활성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이퍼 스레딩 비활성화
는 커널 명령줄 인수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metadata:
  name: performance
spec:
  cpu:
    isolated: 1-39,41-79
    reserved: 0,40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worker-cnf: ""
  numa:
    topologyPolicy: restricted
  realTimeKernel:
    enabled: false

$ oc apply -f my-performance-profile.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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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이는 클러스터 정보를 캡처하며 검색 모드에서만 사용됩니다. 검색 모드에서는
must-gather-dir-path 인수도 필요합니다. 다른 인수가 설정되면 무시됩니
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log

JSON

참고참고

이러한 옵션은 디버깅을 위해 예약되는 JSON 형식
을 사용하여 출력 형식을 정의합니다.

기본값: log.

mcp-name 대상 머신에 해당하는 MCP 이름 (예:worker-cnf)입니다. 이 매개 변수는 필
수입니다.

must-gather-dir-path 디렉터리 경로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매개 변수는 필수입니다.

사용자가 래퍼 스크립트 must-gather로 툴을 실행하는 경우 스크립트 자체
에서 제공되고 사용자는 이를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power-consumption-
mode

전력 소비 모드입니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default

low-latency

ultra-low-latency

기본값: default.

profile-name 생성할 성능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기본값: performance.

reserved-cpu-count 예약된 CPU 수입니다. 이 매개 변수는 필수입니다.

참고참고

이것은 자연수여야 합니다. 0 값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t-kernel 실시간 커널을 활성화합니다. 이 매개 변수는 필수입니다.

가능한 값: true 또는 false.

인수인수 설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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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reserved-cpus-
across-numa

NUMA 노드에서 예약된 CPU를 분할합니다.

가능한 값: true 또는 false.

기본값: false

topology-manager-policy 생성할 성능 프로필의 Kubelet Topology Manager 정책입니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single-numa-node

best-effort

restricted

기본값: restricted.

user-level-networking DPDK(사용자 수준 네트워킹)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실행합니다.

가능한 값: true 또는 false.

기본값: false

인수인수 설명설명

16.2.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must-gather 툴에툴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데이터데이터 수집을수집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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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장.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에에 수동으로수동으로 분산분산 장치장치 배포배포

   이이 항목의항목의 절차에서는절차에서는 설치설치 중에중에 적은적은 수의수의 단일단일 노드에노드에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수동으로수동으로 분산분산 장치장치(DU)로로 배포하배포하

는는 방법을방법을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이이 절차에서는절차에서는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 설치설치 방법을방법을 설명하지설명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것은이것은 많은많은 메커니즘을메커니즘을 통해통해 수수
행행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대신대신 설치설치 프로세스의프로세스의 일부로일부로 구성해야구성해야 하는하는 요소를요소를 캡처하기캡처하기 위한위한 것입니다것입니다.
  

     설치가설치가 완료되면완료되면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 DU에에 대한대한 연결을연결을 활성화하려면활성화하려면 네트워킹이네트워킹이 필요합니필요합니

다다.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파티셔닝 - 설치설치 중에만중에만 구성할구성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잠재적인잠재적인 재부팅재부팅 후후 설치를설치를 최소화하는최소화하는 데데 도움이도움이 되는되는 추가추가 항목입니다항목입니다.
    

17.1. 분산분산 장치장치(DU) 구성구성

    이이 섹션에서는섹션에서는 분산분산 장치장치(DU) 애플리케이션을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실행하는 데데 필요한필요한 기능기능 및및 성능성능 요구요구 사항을사항을 충족하도충족하도

록록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구성구성 세트에세트에 대해대해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이이 콘텐츠콘텐츠 중중 일부는일부는 설치설치  
중에중에 적용해야적용해야 하며하며 다른다른 구성은구성은 설치설치 후후 적용할적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 DU를를 설치한설치한 후후 플랫폼에서플랫폼에서 DU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전송할전송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추가추가 구성이구성이 필요필요
합니다합니다.
   

    이이 섹션의섹션의 구성은구성은 DU 워크로드에워크로드에 맞게맞게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구성하기구성하기 위해위해 설치설치 후후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17.1.1.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션파티션 활성화활성화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 설치의설치의 일부로일부로 활성화하는활성화하는 주요주요 기능은기능은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입니다파티셔닝입니다. 이렇게이렇게 하면하면 
플랫폼플랫폼 서비스를서비스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는있는 코어가코어가 제한되어제한되어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페이로드에페이로드에 대한대한 CPU 코어를코어를 최대화합최대화합

니다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설치설치 시시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을파티셔닝을 구성해야구성해야 합니다합니다.
    

참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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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클러스터클러스터 설치설치 중에중에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만파티셔닝만 활성화할활성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설치설치 후후 워크로드워크로드 분분
할을할을 비활성화할비활성화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그러나그러나 성능성능 프로필에프로필에 정의된정의된 cpu 값과값과 MachineConfig 사사
용자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CR)의의 관련관련 cpuset 값에값에 업데이트하여업데이트하여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션을파티션을 재구성할재구성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절차절차

       아래아래 base64로로 인코딩된인코딩된 콘텐츠에는콘텐츠에는 관리관리 워크로드가워크로드가 제한된제한된 CPU 세트가세트가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있습니

다다. 이이 콘텐츠는콘텐츠는 performanceprofile 에에 지정된지정된 세트와세트와 일치하도록일치하도록 조정해야조정해야 하며하며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코코
어어 수에수에 맞게맞게 정확해야정확해야 합니다합니다.
      

       /etc/crio/crio.conf.d/01-workload-partitioning 의의 내용은내용은 다음과다음과 같아야같아야 합니다합니다.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MachineConfig
metadata:
  labels: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master
  name: 02-master-workload-partitioning
spec:
  config:
    ignition:
      version: 3.2.0
    storage:
      files:
      - contents:
          source: data:text/plain;charset=utf-
8;base64,W2NyaW8ucnVudGltZS53b3JrbG9hZHMubWFuYWdlbWVudF0KYWN0aXZhd
Glvbl9hbm5vdGF0aW9uID0gInRhcmdldC53b3JrbG9hZC5vcGVuc2hpZnQuaW8vbWFu
YWdlbWVudCIKYW5ub3RhdGlvbl9wcmVmaXggPSAicmVzb3VyY2VzLndvcmtsb2FkLm
9wZW5zaGlmdC5pbyIKW2NyaW8ucnVudGltZS53b3JrbG9hZHMubWFuYWdlbWVudC5
yZXNvdXJjZXNdCmNwdXNoYXJlcyA9IDAKQ1BVcyA9ICIwLTEsIDUyLTUzIgo=
        mode: 420
        overwrite: true
        path: /etc/crio/crio.conf.d/01-workload-partitioning
        user:
          name: root
      - contents:
          source: data:text/plain;charset=utf-
8;base64,ewogICJtYW5hZ2VtZW50IjogewogICAgImNwdXNldCI6ICIwLTEsNTItNTMiCiA
gfQp9Cg==
        mode: 420
        overwrite: true
        path: /etc/kubernetes/openshift-workload-pinning
        user:
          nam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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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set 값은값은 설치에설치에 따라따라 다릅니다다릅니다.
        

       Hyper-Threading이이 활성화된활성화된 경우경우 각각 코어에코어에 대해대해 두두 스레드를스레드를 모두모두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cpuset 값값
은은 성능성능 프로필의프로필의 spec.cpu.reserved 필드에필드에 정의된정의된 예약된예약된 CPU와와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Hyper-Threading이이 활성화된활성화된 경우경우 각각 코어의코어의 두두 스레드를스레드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CPU 값은값은 성능성능 프로필에프로필에 지정지정
된된 예약된예약된 CPU 세트와세트와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이이 콘텐츠는콘텐츠는 위의위의 매니페스트에서매니페스트에서 01-workload-partitioning-content 에에 인코딩되고인코딩되고 제공되어야제공되어야 합니합니
다다.
    

       /etc/kubernetes/openshift-workload-pinning 의의 내용은내용은 다음과다음과 같아야같아야 합니다합니다.
      

 

         cpuset 는는 /etc/crio/crio.conf.d/01-workload-partitioning 의의 cpuset 값과값과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17.1.2. 컨테이너컨테이너 마운트마운트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구성구성

     플랫폼의플랫폼의 전반적인전반적인 관리관리 공간을공간을 줄이기줄이기 위해위해 마운트마운트 지점을지점을 포함하도록포함하도록 시스템시스템 구성이구성이 제공됩니다제공됩니다. 구구
성성 변경이변경이 필요하지필요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제공된제공된 설정을설정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crio.runtime.workloads.management]
activation_annotation = "target.workload.openshift.io/management"
annotation_prefix = "resources.workload.openshift.io"
[crio.runtime.workloads.management.resources]
cpushares = 0
cpuset = "0-1, 52-53" 1

{
  "management": {
    "cpuset": "0-1,52-53" 1
  }
}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MachineConfig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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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s: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master
  name: container-mount-namespace-and-kubelet-conf-master
spec:
  config:
    ignition:
      version: 3.2.0
    storage:
      files:
      - contents:
          source: data:text/plain;charset=utf-
8;base64,IyEvYmluL2Jhc2gKCmRlYnVnKCkgewogIGVjaG8gJEAgPiYyCn0KCnVzYWdlKCkge
wogIGVjaG8gVXNhZ2U6ICQoYmFzZW5hbWUgJDApIFVOSVQgW2VudmZpbGUgW3Zhcm5hb
WVdXQogIGVjaG8KICBlY2hvIEV4dHJhY3QgdGhlIGNvbnRlbnRzIG9mIHRoZSBmaXJzdCBFeG
VjU3RhcnQgc3RhbnphIGZyb20gdGhlIGdpdmVuIHN5c3RlbWQgdW5pdCBhbmQgcmV0dXJuIG
l0IHRvIHN0ZG91dAogIGVjaG8KICBlY2hvICJJZiAnZW52ZmlsZScgaXMgcHJvdmlkZWQsIHB1d
CBpdCBpbiB0aGVyZSBpbnN0ZWFkLCBhcyBhbiBlbnZpcm9ubWVudCB2YXJpYWJsZSBuYW1
lZCAndmFybmFtZSciCiAgZWNobyAiRGVmYXVsdCAndmFybmFtZScgaXMgRVhFQ1NUQVJUI
GlmIG5vdCBzcGVjaWZpZWQiCiAgZXhpdCAxCn0KClVOSVQ9JDEKRU5WRklMRT0kMgpWQVJ
OQU1FPSQzCmlmIFtbIC16ICRVTklUIHx8ICRVTklUID09ICItLWhlbHAiIHx8ICRVTklUID09ICItaCI
gXV07IHRoZW4KICB1c2FnZQpmaQpkZWJ1ZyAiRXh0cmFjdGluZyBFeGVjU3RhcnQgZnJvbSA
kVU5JVCIKRklMRT0kKHN5c3RlbWN0bCBjYXQgJFVOSVQgfCBoZWFkIC1uIDEpCkZJTEU9JHt
GSUxFI1wjIH0KaWYgW1sgISAtZiAkRklMRSBdXTsgdGhlbgogIGRlYnVnICJGYWlsZWQgdG8gZ
mluZCByb290IGZpbGUgZm9yIHVuaXQgJFVOSVQgKCRGSUxFKSIKICBleGl0CmZpCmRlYnVnI
CJTZXJ2aWNlIGRlZmluaXRpb24gaXMgaW4gJEZJTEUiCkVYRUNTVEFSVD0kKHNlZCAtbiAtZS
AnL15FeGVjU3RhcnQ9LipcXCQvLC9bXlxcXSQvIHsgcy9eRXhlY1N0YXJ0PS8vOyBwIH0nIC1lI
CcvXkV4ZWNTdGFydD0uKlteXFxdJC8geyBzL15FeGVjU3RhcnQ9Ly87IHAgfScgJEZJTEUpCgp
pZiBbWyAkRU5WRklMRSBdXTsgdGhlbgogIFZBUk5BTUU9JHtWQVJOQU1FOi1FWEVDU1RBU
lR9CiAgZWNobyAiJHtWQVJOQU1FfT0ke0VYRUNTVEFSVH0iID4gJEVOVkZJTEUKZWxzZQogI
GVjaG8gJEVYRUNTVEFSVApmaQo=
        mode: 493
        path: /usr/local/bin/extractExecStart
      - contents:
          source: data:text/plain;charset=utf-
8;base64,IyEvYmluL2Jhc2gKbnNlbnRlciAtLW1vdW50PS9ydW4vY29udGFpbmVyLW1vdW50L
W5hbWVzcGFjZS9tbnQgIiRAIgo=
        mode: 493
        path: /usr/local/bin/nsenterCmns
    systemd:
      units:
      - contents: |
          [Unit]
          Description=Manages a mount namespace that both kubelet and crio can use to share 
their container-specific mounts

          [Service]
          Type=oneshot
          RemainAfterExit=yes
          RuntimeDirectory=container-mount-namespace
          Environment=RUNTIME_DIRECTORY=%t/container-mount-namespace
          Environment=BIND_POINT=%t/container-mount-namespace/mnt
          ExecStartPre=bash -c "findmnt ${RUNTIME_DIRECTORY} || mount --make-unbindable --
bind ${RUNTIME_DIRECTORY} ${RUNTIME_DIRECTORY}"
          ExecStartPre=touch ${BIND_POINT}
          ExecStart=unshare --mount=${BIND_POINT} --propagation slave mount --make-rsha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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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SCTP(스트림스트림 제어제어 전송전송 프로토콜프로토콜) 활성화활성화

     SCTP는는 RAN 애플리케이션에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사용되는 키키 프로토콜입니다프로토콜입니다. 이이 MachineConfig 오브젝트는오브젝트는 이이 프로프로
토콜을토콜을 활성화하기활성화하기 위해위해 SCTP 커널커널 모듈을모듈을 노드에노드에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절차절차

       구성구성 변경이변경이 필요하지필요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제공된제공된 설정을설정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ExecStop=umount -R ${RUNTIME_DIRECTORY}
        enabled: true
        name: container-mount-namespace.service
      - dropins:
        - contents: |
            [Unit]
            Wants=container-mount-namespace.service
            After=container-mount-namespace.service

            [Service]
            ExecStartPre=/usr/local/bin/extractExecStart %n /%t/%N-execstart.env 
ORIG_EXECSTART
            EnvironmentFile=-/%t/%N-execstart.env
            ExecStart=
            ExecStart=bash -c "nsenter --mount=%t/container-mount-namespace/mnt \
                ${ORIG_EXECSTART}"
          name: 90-container-mount-namespace.conf
        name: crio.service
      - dropins:
        - contents: |
            [Unit]
            Wants=container-mount-namespace.service
            After=container-mount-namespace.service

            [Service]
            ExecStartPre=/usr/local/bin/extractExecStart %n /%t/%N-execstart.env 
ORIG_EXECSTART
            EnvironmentFile=-/%t/%N-execstart.env
            ExecStart=
            ExecStart=bash -c "nsenter --mount=%t/container-mount-namespace/mnt \
                ${ORIG_EXECSTART} --housekeeping-interval=30s"
          name: 90-container-mount-namespace.conf
        - contents: |
            [Service]
            Environment="OPENSHIFT_MAX_HOUSEKEEPING_INTERVAL_DURATION=60s"
            Environment="OPENSHIFT_EVICTION_MONITORING_PERIOD_DURATION=30s"
          name: 30-kubelet-interval-tuning.conf
        name: kubelet.service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MachineConfig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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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Operator에에 대한대한 OperatorGroup 생성생성

     이이 구성은구성은 플랫폼플랫폼 설치설치 후후 구성하는데구성하는데 필요한필요한 Operator를를 추가하기추가하기 위해위해 제공됩니다제공됩니다. Local Storage 
Operator, Logging Operator, Performance Addon Operator, PTP Operator, SRIOV Network 
Operator에에 Namespace 및및 OperatorGroup 오브젝트를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절차절차

       구성구성 변경이변경이 필요하지필요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제공된제공된 설정을설정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Local Storage Operator

        

  labels: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master
  name: load-sctp-module
spec:
  config:
    ignition:
      version: 2.2.0
    storage:
      files:
        - contents:
            source: data:,
            verification: {}
          filesystem: root
            mode: 420
            path: /etc/modprobe.d/sctp-blacklist.conf
        - contents:
            source: data:text/plain;charset=utf-8,sctp
          filesystem: root
            mode: 420
            path: /etc/modules-load.d/sctp-load.conf

apiVersion: v1
kind: Namespace
metadata:
  annotations:
    workload.openshift.io/allowed: management
  name: openshift-local-storage
---
apiVersion: operators.coreos.com/v1
kind: OperatorGroup
metadata:
  name: openshift-local-storage
  namespace: openshift-local-storage
spec:
  targetNamespaces:
    - openshift-local-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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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ging Operator

        

       

Performance Addon Operator

        

       

PTP Operator

apiVersion: v1
kind: Namespace
metadata:
  annotations:
    workload.openshift.io/allowed: management
  name: openshift-logging
---
apiVersion: operators.coreos.com/v1
kind: OperatorGroup
metadata:
  name: cluster-logging
  namespace: openshift-logging
spec:
  targetNamespaces:
    - openshift-logging

apiVersion: v1
kind: Namespace
metadata:
  annotations:
    workload.openshift.io/allowed: management
  labels:
    openshift.io/cluster-monitoring: "true"
  name: openshift-performance-addon-operator
spec: {}
---
apiVersion: operators.coreos.com/v1
kind: OperatorGroup
metadata:
  name: performance-addon-operator
  namespace: openshift-performance-addon-operator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 확장확장 및및 성능성능

208



        

       

SRIOV Network Operator

        

       

17.1.5. Operator 구독구독

     서브스크립션은서브스크립션은 플랫폼플랫폼 구성에구성에 필요한필요한 Operator를를 다운로드할다운로드할 수수 있는있는 위치를위치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apiVersion: v1
kind: Namespace
metadata:
  annotations:
    workload.openshift.io/allowed: management
  labels:
    openshift.io/cluster-monitoring: "true"
  name: openshift-ptp
---
apiVersion: operators.coreos.com/v1
kind: OperatorGroup
metadata:
  name: ptp-operators
  namespace: openshift-ptp
spec:
  targetNamespaces:
    - openshift-ptp

apiVersion: v1
kind: Namespace
metadata:
  annotations:
    workload.openshift.io/allowed: management
    name: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
apiVersion: operators.coreos.com/v1
kind: OperatorGroup
metadata:
  name: sriov-network-operators
  namespace: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spec:
  targetNamespaces:
    -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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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절차

       다음다음 예제를예제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서브스크립션을서브스크립션을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apiVersion: operators.coreos.com/v1alpha1
kind: Subscription
metadata:
  name: cluster-logging
  namespace: openshift-logging
spec:
  channel: "stable" 1
  name: cluster-logging
  source: redhat-operators
  sourceNamespace: openshift-marketplace
  installPlanApproval: Manual 2
---
apiVersion: operators.coreos.com/v1alpha1
kind: Subscription
metadata:
  name: local-storage-operator
  namespace: openshift-local-storage
spec:
  channel: "stable" 3
  installPlanApproval: Automatic
  name: local-storage-operator
  source: redhat-operators
  sourceNamespace: openshift-marketplace
  installPlanApproval: Manual
---
apiVersion: operators.coreos.com/v1alpha1
kind: Subscription
metadata:
  name: performance-addon-operator
  namespace: openshift-performance-addon-operator
spec:
  channel: "4.10" 4
  name: performance-addon-operator
  source: performance-addon-operator
  sourceNamespace: openshift-marketplace
  installPlanApproval: Manual
---
apiVersion: operators.coreos.com/v1alpha1
kind: Subscription
metadata:
    name: ptp-operator-subscription
    namespace: openshift-ptp
spec:
  channel: "stable" 5
  name: ptp-operator
  source: redhat-operators
  sourceNamespace: openshift-marketplace
  installPlanApproval: Manu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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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cluster-logging Operator를를 가져올가져올 채널을채널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수동수동 또는또는 자동자동 을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자동자동 모드에서모드에서 Operator는는 레지스트리에서레지스트리에서 사용사용 가능가능
할할 때때 채널의채널의 최신최신 버전으로버전으로 자동으로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업데이트됩니다. 수동수동 모드에서모드에서 새새 Operator 버전은버전은 
명시적으로명시적으로 승인승인 된된 후에만후에만 설치됩니다설치됩니다.
        

 

         local-storage-operator Operator를를 가져올가져올 채널을채널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performance-addon-operator Operator를를 가져오려면가져오려면 채널을채널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ptp-operator Operator를를 가져올가져올 채널을채널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sriov-network-operator Operator를를 가져올가져올 채널을채널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17.1.6. 로컬로로컬로 로깅로깅 구성구성 및및 전달전달

     단일단일 노드노드 분산분산 장치장치(DU)를를 디버깅하려면디버깅하려면 추가추가 분석을분석을 위해위해 로그를로그를 저장해야저장해야 합니다합니다.
    

절차절차

       openshift-logging 프로젝트에서프로젝트에서 ClusterLogging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CR)를를 편집합니다편집합니다.
      

apiVersion: operators.coreos.com/v1alpha1
kind: Subscription
metadata:
  name: sriov-network-operator-subscription
  namespace: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spec:
  channel: "stable" 6
  name: sriov-network-operator
  source: redhat-operators
  sourceNamespace: openshift-marketplace
  installPlanApproval: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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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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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기존 인스턴스를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거나업데이트하거나 인스턴스가인스턴스가 없는없는 경우경우 만듭니다만듭니다.
        

 

         기존기존 인스턴스를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거나업데이트하거나 인스턴스가인스턴스가 없는없는 경우경우 만듭니다만듭니다.
        

 

         kafka 서버의서버의 대상을대상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apiVersion: logging.openshift.io/v1
kind: ClusterLogging 1
 metadata:
  name: instance
  namespace: openshift-logging
spec:
  collection:
    logs:
      fluentd: {}
      type: fluentd
  curation:
    type: "curator"
    curator:
      schedule: "30 3 * * *"
    managementState: Managed
---
apiVersion: logging.openshift.io/v1
kind: ClusterLogForwarder 2
metadata:
  name: instance
  namespace: openshift-logging
spec:
  inputs:
    - infrastructure: {}
  outputs:
    - name: kafka-open
      type: kafka
      url: tcp://10.46.55.190:9092/test    3
  pipelines:
    - inputRefs:
      - audit
      name: audit-logs
      outputRefs:
      - kafka-open
    - inputRefs:
      - infrastructure
      name: infrastructure-logs
      outputRefs:
      - kafka-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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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1.7. Performance Addon Operator 구성구성

     이는이는 단일단일 노드노드 분산분산 단위단위(DU)의의 주요주요 구성구성 요소입니다요소입니다. 많은많은 실시간실시간 기능기능 및및 서비스서비스 보증이보증이 여기에여기에 구구
성됩니다성됩니다.
    

절차절차

       다음다음 예제를예제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성능성능 애드온을애드온을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권장되는권장되는 성능성능 프로파일프로파일 구성구성

        

       

 

         이름이름 값이값이 TunedPerformancePatch.yaml 의의 spec.profile.data 필드에필드에 지정된지정된 값과값과 
일치하고일치하고 validatorCRs/informDuValidator.yaml 의의 status.configuration.source.name 
필드와필드와 일치하는지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apiVersion: performance.openshift.io/v2
kind: PerformanceProfile
metadata:
  name: openshift-node-performance-profile 1
spec:
  additionalKernelArgs:
    - "idle=poll"
    - "rcupdate.rcu_normal_after_boot=0"
  cpu:
    isolated: 2-51,54-103 2
    reserved: 0-1,52-53   3
  hugepages:
    defaultHugepagesSize: 1G
    pages:
      - count: 32 4
        size: 1G  5
        node: 0 6
  machineConfigPoolSelector:
    pools.operator.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master: ""
  net:
    userLevelNetworking: true 7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master: ''
  numa:
    topologyPolicy: "restricted"
  realTimeKernel:
    enabled: tr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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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된분리된 CPU를를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모든모든 하이퍼하이퍼 스레딩스레딩 쌍이쌍이 일치하는지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예약된예약된 CPU를를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이파티셔닝이 활성화되면활성화되면 시스템시스템 프로세스프로세스, 커널커널  
스레드스레드 및및 시스템시스템 컨테이너컨테이너 스레드가스레드가 이러한이러한 CPU로로 제한됩니다제한됩니다. 분리되지분리되지 않은않은 모든모든 CPU
는는 예약해야예약해야 합니다합니다.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수를수를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크기를크기를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node 를를 hugepages 가가 할당된할당된 NUMA 노드로노드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CPU를를 네트워킹네트워킹 인터럽트에서인터럽트에서 분리하려면분리하려면 userLevelNetworking 을을 true 로로 설정합설정합

니다니다.
        

 

         실시간실시간 Linux 커널을커널을 설치하려면설치하려면 enabled 를를 true 로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17.1.8. PTP(Precision Time Protocol) 구성구성

     RAN은은 엣지에서엣지에서 PTP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시스템을시스템을 동기화합니다동기화합니다.
    

절차절차

       다음다음 예제를예제를 사용하여사용하여 PTP를를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apiVersion: ptp.openshift.io/v1
kind: PtpConfig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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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du-ptp-slave
  namespace: openshift-ptp
spec:
  profile:
    - interface: ens5f0     1
      name: slave
      phc2sysOpts: -a -r -n 24
      ptp4lConf: |
        [global]
        #
        # Default Data Set
        #
        twoStepFlag 1
        slaveOnly 0
        priority1 128
        priority2 128
        domainNumber 24
        #utc_offset 37
        clockClass 248
        clockAccuracy 0xFE
        offsetScaledLogVariance 0xFFFF
        free_running 0
        freq_est_interval 1
        dscp_event 0
        dscp_general 0
        dataset_comparison ieee1588
        G.8275.defaultDS.localPriority 128
        #
        # Port Data Set
        #
        logAnnounceInterval -3
        logSyncInterval -4
        logMinDelayReqInterval -4
        logMinPdelayReqInterval -4
        announceReceiptTimeout 3
        syncReceiptTimeout 0
        delayAsymmetry 0
        fault_reset_interval 4
        neighborPropDelayThresh 20000000
        masterOnly 0
        G.8275.portDS.localPriority 128
        #
        # Run time options
        #
        assume_two_step 0
        logging_level 6
        path_trace_enabled 0
        follow_up_info 0
        hybrid_e2e 0
        inhibit_multicast_service 0
        net_sync_monitor 0
        tc_spanning_tree 0
        tx_timestamp_timeout 50
        unicast_listen 0
        unicast_master_table 0
        unicast_req_duration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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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_syslog 1
        verbose 0
        summary_interval 0
        kernel_leap 1
        check_fup_sync 0
        #
        # Servo Options
        #
        pi_proportional_const 0.0
        pi_integral_const 0.0
        pi_proportional_scale 0.0
        pi_proportional_exponent -0.3
        pi_proportional_norm_max 0.7
        pi_integral_scale 0.0
        pi_integral_exponent 0.4
        pi_integral_norm_max 0.3
        step_threshold 2.0
        first_step_threshold 0.00002
        max_frequency 900000000
        clock_servo pi
        sanity_freq_limit 200000000
        ntpshm_segment 0
        #
        # Transport options
        #
        transportSpecific 0x0
        ptp_dst_mac 01:1B:19:00:00:00
        p2p_dst_mac 01:80:C2:00:00:0E
        udp_ttl 1
        udp6_scope 0x0E
        uds_address /var/run/ptp4l
        #
        # Default interface options
        #
        clock_type OC
        network_transport UDPv4
        delay_mechanism E2E
        time_stamping hardware
        tsproc_mode filter
        delay_filter moving_median
        delay_filter_length 10
        egressLatency 0
        ingressLatency 0
        boundary_clock_jbod 0
        #
        # Clock description
        #
        productDescription ;;
        revisionData ;;
        manufacturerIdentity 00:00:00
        userDescription ;
        timeSource 0xA0
      ptp4lOpts: -2 -s --summary_interval -4
recommend:
  -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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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TP에에 사용되는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인터페이스를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17.1.9. NTP(Network Time Protocol) 비활성화비활성화

     시스템을시스템을 Precision Time Protocol(PTP)에에 대해대해 구성한구성한 후에는후에는 NTP를를 제거하여제거하여 시스템시스템 클럭에클럭에 영향영향
을을 미치지미치지 않도록않도록 해야해야 합니다합니다.
    

절차절차

       구성구성 변경이변경이 필요하지필요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제공된제공된 설정을설정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 nodeLabel: node-role.kubernetes.io/master
    priority: 4
    profile: slave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MachineConfig
metadata:
  labels: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master
  name: disable-chronyd
spec:
  config:
    systemd:
      units:
        - contents: |
            [Unit]
            Description=NTP client/server
            Documentation=man:chronyd(8) man:chrony.conf(5)
            After=ntpdate.service sntp.service ntpd.service
            Conflicts=ntpd.service systemd-timesyncd.service
            ConditionCapability=CAP_SYS_TIME
            [Service]
            Type=forking
            PIDFile=/run/chrony/chronyd.pid
            EnvironmentFile=-/etc/sysconfig/chronyd
            ExecStart=/usr/sbin/chronyd $OPTIONS
            ExecStartPost=/usr/libexec/chrony-helper update-daemon
            PrivateTmp=yes
            ProtectHome=yes
            ProtectSystem=full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enabled: false
          name: chronyd.service
    ignition:
      version: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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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 SR-IOV(단일단일 루트루트 I/O 가상화가상화) 구성구성

     SR-IOV는는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 fronthaul 및및 midhaul 네트워크를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활성화하는 데데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절차절차

       다음다음 구성을구성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단일단일 노드노드 분산분산 장치장치(DU)에서에서 SRIOV를를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첫첫 번째번째 CR(사용사용
자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이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다음다음 CR은은 예제입니다예제입니다.
      

apiVersion: sriovnetwork.openshift.io/v1
kind: SriovOperatorConfig
metadata:
  name: default
  namespace: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spec:
  configDaemon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master: ""
  disableDrain: true
  enableInjector: true
  enableOperatorWebhook: true
---
apiVersion: sriovnetwork.openshift.io/v1
kind: SriovNetwork
metadata:
  name: sriov-nw-du-mh
  namespace: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spec:
  networkNamespace: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resourceName: du_mh
  vlan: 150 1
---
apiVersion: sriovnetwork.openshift.io/v1
kind: SriovNetworkNodePolicy
metadata:
  name: sriov-nnp-du-mh
  namespace: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spec:
  deviceType: vfio-pci 2
  isRdma: false
  nicSelector:
    pfNames:
      - ens7f0 3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master: ""
  numVfs: 8 4
  priority: 10
  resourceName: du_mh
---
apiVersion: sriovnetwork.openshift.io/v1
kind: SriovNetwork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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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midhaul 네트워크의네트워크의 VLAN을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필요에필요에 따라따라 vfio-pci 또는또는 netdevice 를를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중간중간 네트워크에네트워크에 연결된연결된 인터페이스를인터페이스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중간중간 네트워크의네트워크의 VF 수를수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fronthaul 네트워크의네트워크의 VLAN입니다입니다.
      

 

       필요에필요에 따라따라 vfio-pci 또는또는 netdevice 를를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name: sriov-nw-du-fh
  namespace: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spec:
  networkNamespace: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resourceName: du_fh
  vlan: 140 5
---
apiVersion: sriovnetwork.openshift.io/v1
kind: SriovNetworkNodePolicy
metadata:
  name: sriov-nnp-du-fh
  namespace: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spec:
  deviceType: netdevice 6
  isRdma: true
  nicSelector:
    pfNames:
      - ens5f0 7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master: ""
  numVfs: 8 8
  priority: 10
  resourceName: du_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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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ronthaul 네트워크에네트워크에 연결된연결된 인터페이스를인터페이스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fronthaul 네트워크의네트워크의 VF 수를수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17.1.11. 콘솔콘솔 Operator 비활성화비활성화

     console-operator는는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웹웹 콘솔을콘솔을 설치하고설치하고 유지유지 관리합니다관리합니다. 노드가노드가 중앙중앙 집중식으로집중식으로 관리관리
되면되면 Operator가가 필요하지필요하지 않으며않으며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위한위한 공간을공간을 만듭니다만듭니다.
    

절차절차

       다음다음 구성구성 파일을파일을 사용하여사용하여 Operator를를 비활성화할비활성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구성구성 변경이변경이 필요하지필요하지 않습않습
니다니다. 제공된제공된 설정을설정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17.2.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DCN(DISTRIBUTED UNIT) 구성구성 적용적용

    DU에에 대해대해 단일단일 노드노드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구성하려면구성하려면 다음다음 작업을작업을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설치설치 시시 필요한필요한 추가추가 설치설치 매니페스트를매니페스트를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설치설치 후후 구성구성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CR)를를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17.2.1. 추가추가 설치설치 매니페스트매니페스트 적용적용

apiVersion: operator.openshift.io/v1
kind: Console
metadata:
  annotations:
    include.release.openshift.io/ibm-cloud-managed: "false"
    include.release.openshift.io/self-managed-high-availability: "false"
    include.release.openshift.io/single-node-developer: "false"
    release.openshift.io/create-only: "true"
  name: cluster
spec:
  logLevel: Normal
  managementState: Removed
  operatorLogLevel: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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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단일 노드노드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분산분산 단위단위(DU) 구성을구성을 적용하려면적용하려면 설치설치 중에중에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추가추가 설치설치 매니페스트매니페스트

를를 포함해야포함해야 합니다합니다.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을파티셔닝을 활성화합니다활성화합니다.
      

       다른다른 MachineConfig 오브젝트오브젝트 -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포함된포함된 MachineConfig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리소
스스) 세트가세트가 있습니다있습니다. 환경에환경에 고유한고유한 이러한이러한 추가추가 MachineConfig CR을을 포함하도록포함하도록 선택할선택할 수수 있있
습니다습니다. 설치설치 후후 구성구성 중에중에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는있는 재부팅재부팅 횟수를횟수를 최소화하기최소화하기 위해위해 설치설치 중에중에 이러한이러한 CR
을을 적용할적용할 필요는필요는 없습니다없습니다.
      

17.2.2. 설치설치 후후 구성구성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CR) 적용적용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이이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설치되면설치되면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분산분산 장치장치
(DU)에에 대해대해 구성한구성한 CR을을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 oc apply -f <file_name>.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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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장.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의의 워크로드워크로드 분할분할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 배포와배포와 같은같은 리소스리소스 제한제한 환경에서환경에서 자체자체 워크로드에워크로드에 대한대한 대부분의대부분의 CPU 리소스를리소스를 
예약하고예약하고 호스트호스트 내의내의 고정된고정된 CPU에서에서 실행되도록실행되도록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을을 구성하는구성하는 것이것이 좋좋
습니다습니다. 이러한이러한 환경에서는환경에서는 컨트롤컨트롤 플레인을플레인을 포함한포함한 관리관리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일반일반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사용사용
할할 수수 있는있는 것보다것보다 적은적은 리소스를리소스를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구성해야구성해야 합니다합니다. 예약된예약된 CPU 세트에서세트에서 실행할실행할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서비스서비스,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관리 워크로드워크로드 및및 인프라인프라 Pod를를 분리할분리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을파티셔닝을 사용하면사용하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에서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에관리에 사용하는사용하는 CPU 리리
소스가소스가 단일단일 노드노드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분할된분할된 CPU 리소스리소스 세트로세트로 격리됩니다격리됩니다. 이이 파티션은파티션은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관리 기능기능
을을 정의된정의된 수의수의 CPU로로 격리합니다격리합니다. 모든모든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관리 기능은기능은 해당해당 cpuset 구성에서만구성에서만 작동합니다작동합니다.
  

   단일단일 노드노드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관리관리 파티션에파티션에 필요한필요한 예약된예약된 CPU의의 최소최소 수는수는 4개의개의 CPU 하이퍼하이퍼 스레드스레드(HT)입입
니다니다. 기본기본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설치와설치와 일반적인일반적인 애드온애드온 Operator 세트를세트를 구성하는구성하는 Pod 세트세트
에는에는 관리관리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션에파티션에 포함하기포함하기 위해위해 주석이주석이 추가됩니다추가됩니다. 이러한이러한 Pod는는 최소최소 크기크기 cpuset 구성구성 내내
에서에서 정상적으로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작동합니다. 허용되는허용되는 관리관리 Pod 세트세트 외부에외부에 Operator 또는또는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포함하려면포함하려면 추추
가가 CPU HT를를 해당해당 파티션에파티션에 추가해야추가해야 합니다합니다.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은파티셔닝은 Kubernetes의의 일반일반 스케줄링스케줄링 기능을기능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플랫폼플랫폼 워크로드에서워크로드에서 사용자사용자 워크워크
로드를로드를 분리하여분리하여 해당해당 코어에코어에 배치할배치할 수수 있는있는 Pod 수를수를 관리하고관리하고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관리 워크로드와워크로드와 사용자사용자 워크워크
로드를로드를 혼합하지혼합하지 않도록않도록 합니다합니다.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을파티셔닝을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설치하고설치하고 성능성능 프로필을프로필을 적용해적용해

야야 합니다합니다.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은파티셔닝은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인프라인프라 Pod를를 정의된정의된 cpuset 구성에구성에 
고정합니다고정합니다.
    

     Performance Addon Operator 성능성능 프로필은프로필은 systemd 서비스를서비스를 정의된정의된 cpuset 구성에구성에 고고
정합니다정합니다.
    

     이이 cpuset 구성이구성이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워크로드워크로드 분할에는분할에는 < workload-type>.workload.openshift.io/cores 가가 정의된정의된 각각 CPU 풀풀 또는또는 
workload-type의의 새로운새로운 확장확장 리소스가리소스가 도입되었습니다도입되었습니다. kubelet은은 풀에풀에 할당된할당된 Pod에서에서 이러한이러한 새새 리리
소스소스 및및 CPU 요청을요청을 알리는알리는 것은것은 일반적인일반적인 cpu 리소스리소스 대신대신 해당해당 리소스리소스 내에서내에서 고려됩니다고려됩니다. 워크로드워크로드 분분
할이할이 활성화되면활성화되면 < workload-type>.workload.openshift.io/cores 리소스를리소스를 사용하면사용하면 기본기본 CPU 풀이풀이 아아
닌닌 호스트의호스트의 CPU 용량에용량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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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션파티션 활성화활성화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 설치의설치의 일부로일부로 활성화하는활성화하는 주요주요 기능은기능은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입니다파티셔닝입니다. 이렇게이렇게 하면하면 
플랫폼플랫폼 서비스를서비스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는있는 코어가코어가 제한되어제한되어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페이로드에페이로드에 대한대한 CPU 코어를코어를 최대화합최대화합

니다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설치설치 시시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을파티셔닝을 구성해야구성해야 합니다합니다.
   

참고참고

     클러스터클러스터 설치설치 중에중에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만파티셔닝만 활성화할활성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설치설치 후후 워크로드워크로드 분할분할
을을 비활성화할비활성화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그러나그러나 성능성능 프로필에프로필에 정의된정의된 cpu 값과값과 MachineConfig 사용사용
자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CR)의의 관련관련 cpuset 값에값에 업데이트하여업데이트하여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션을파티션을 재구성할재구성할 수수 있있
습니다습니다.
    

절차절차

      아래아래 base64로로 인코딩된인코딩된 콘텐츠에는콘텐츠에는 관리관리 워크로드가워크로드가 제한된제한된 CPU 세트가세트가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있습니

다다. 이이 콘텐츠는콘텐츠는 performanceprofile 에에 지정된지정된 세트와세트와 일치하도록일치하도록 조정해야조정해야 하며하며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코코
어어 수에수에 맞게맞게 정확해야정확해야 합니다합니다.
     

apiVersion: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v1
kind: MachineConfig
metadata:
  labels:
    machineconfiguration.openshift.io/role: master
  name: 02-master-workload-partitioning
spec:
  config:
    ignition:
      version: 3.2.0
    storage:
      files:
      - contents:
          source: data:text/plain;charset=utf-
8;base64,W2NyaW8ucnVudGltZS53b3JrbG9hZHMubWFuYWdlbWVudF0KYWN0aXZhd
Glvbl9hbm5vdGF0aW9uID0gInRhcmdldC53b3JrbG9hZC5vcGVuc2hpZnQuaW8vbWFu
YWdlbWVudCIKYW5ub3RhdGlvbl9wcmVmaXggPSAicmVzb3VyY2VzLndvcmtsb2FkLm
9wZW5zaGlmdC5pbyIKW2NyaW8ucnVudGltZS53b3JrbG9hZHMubWFuYWdlbWVudC5
yZXNvdXJjZXNdCmNwdXNoYXJlcyA9IDAKQ1BVcyA9ICIwLTEsIDUyLTUzIgo=
        mode: 420
        overwrite: true
        path: /etc/crio/crio.conf.d/01-workload-partitioning
        user:
          name: root
      - contents:
          source: data:text/plain;charset=utf-
8;base64,ewogICJtYW5hZ2VtZW50IjogewogICAgImNwdXNldCI6ICIwLTEsNTItNTMiCiA
gfQp9Cg==
        mode: 420
        overwrit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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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etc/crio/crio.conf.d/01-workload-partitioning 의의 내용은내용은 다음과다음과 같아야같아야 합니다합니다.
     

 

        cpuset 값은값은 설치에설치에 따라따라 다릅니다다릅니다.
       

      Hyper-Threading이이 활성화된활성화된 경우경우 각각 코어에코어에 대해대해 두두 스레드를스레드를 모두모두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cpuset 값값
은은 성능성능 프로필의프로필의 spec.cpu.reserved 필드에필드에 정의된정의된 예약된예약된 CPU와와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Hyper-Threading이이 활성화된활성화된 경우경우 각각 코어의코어의 두두 스레드를스레드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CPU 값은값은 성능성능 프로필에프로필에 지정지정
된된 예약된예약된 CPU 세트와세트와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이이 콘텐츠는콘텐츠는 위의위의 매니페스트에서매니페스트에서 01-workload-partitioning-content 에에 인코딩되고인코딩되고 제공되어야제공되어야 합니합니
다다.
   

      /etc/kubernetes/openshift-workload-pinning 의의 내용은내용은 다음과다음과 같아야같아야 합니다합니다.
     

 

        cpuset 는는 /etc/crio/crio.conf.d/01-workload-partitioning 의의 cpuset 값과값과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path: /etc/kubernetes/openshift-workload-pinning
        user:
          name: root

[crio.runtime.workloads.management]
activation_annotation = "target.workload.openshift.io/management"
annotation_prefix = "resources.workload.openshift.io"
[crio.runtime.workloads.management.resources]
cpushares = 0
cpuset = "0-1, 52-53" 1

{
  "management": {
    "cpuset": "0-1,52-53"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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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장.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서환경에서 대규모로대규모로 분산분산 장치장치 배포배포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서환경에서 새새 에지에지 사이트에사이트에 분산분산 장치를장치를 프로비저닝하려면프로비저닝하려면 ZTP(zero touch provisioning)
를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워크플로는워크플로는 사이트가사이트가 네트워크에네트워크에 연결되면연결되면 시작되고시작되고 사이트사이트 노드에노드에 배포된배포된 CNF 워크로워크로

드로드로 끝납니다끝납니다.
  

중요중요

    RAN 배포를배포를 위한위한 ZTP는는 기술기술 프리뷰프리뷰 기능기능 전용입니다전용입니다. 기술기술 프리뷰프리뷰 기능은기능은 Red Hat 프프
로덕션로덕션 서비스서비스 수준수준 계약계약(SLA)에서에서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으며않으며 기능적으로기능적으로 완전하지완전하지 않을않을 수수 있습니있습니

다다. 따라서따라서 프로덕션프로덕션 환경에서환경에서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은것은 권장하지권장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러한이러한 기능을기능을 사용하면사용하면 
향후향후 제품제품 기능을기능을 조기에조기에 이용할이용할 수수 있어있어 개발개발 과정에서과정에서 고객이고객이 기능을기능을 테스트하고테스트하고 피드백피드백

을을 제공할제공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ed Hat 기술기술 프리뷰프리뷰 기능의기능의 지원지원 범위에범위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기술기술 프리뷰프리뷰 기능기능 지원지원 범범
위위를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19.1. 대규모로대규모로 에지에지 사이트사이트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통신통신 에지에지 컴퓨팅은컴퓨팅은 수십만수십만 개의개의 위치에서위치에서 수백수백 ~ 수만수만 개의개의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관리하는관리하는 데데 있어있어 엄청난엄청난 과제과제
를를 안고안고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러한이러한 과제를과제를 해결하기해결하기 위해서는위해서는 최대한최대한 긴밀하게긴밀하게 상호상호 작용하지작용하지 않는않는 완전한완전한 자동화자동화 
관리관리 솔루션이솔루션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ZTP(zero touch provisioning)를를 사용하면사용하면 원격원격 사이트에서사이트에서 베어메탈베어메탈 장비의장비의 선언적선언적 구성으로구성으로 새로운새로운 
에지에지 사이트를사이트를 프로비저닝할프로비저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템플릿템플릿 또는또는 오버레이오버레이 구성은구성은 CNF 워크로드에워크로드에 필요한필요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기능을기능을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포괄적인포괄적인 기능기능 테스트테스트 모음은모음은 CNF 관련관련 기능을기능을 확인확인
하는하는 데데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모든모든 구성은구성은 본질적으로본질적으로 선언적입니다선언적입니다.
   

    설치설치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시작하기시작하기 위해위해 에지에지 노드에노드에 전달된전달된 ISO 이미지에이미지에 대한대한 선언적선언적 구성을구성을 생성하여생성하여 워크워크
플로를플로를 시작합니다시작합니다. 이미지는이미지는 많은많은 수의수의 노드를노드를 효율적이고효율적이고 빠르게빠르게 반복적으로반복적으로 프로비저닝하는프로비저닝하는 데데 사용되사용되

므로므로, 에지에지 노드에노드에 대한대한 필드의필드의 요구요구 사항을사항을 충족할충족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서비스서비스 프로바이더는프로바이더는 5G에에 대해대해 정의된정의된 모듈식모듈식 기능기능 프레임워크에서프레임워크에서 허용하는허용하는 좀좀 더더 분산된분산된 모바일모바일 네네
트워크트워크 아키텍처를아키텍처를 배포하고배포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를이를 통해통해 서비스서비스 공급자는공급자는 어플라이언스어플라이언스 기반기반 RAN(Radio 
Access Network)에서에서 오픈오픈 클라우드클라우드 RAN 아키텍처로아키텍처로 이동할이동할 수수 있어있어 서비스를서비스를 최종최종 사용자에게사용자에게 제공하제공하

는는 유연성과유연성과 민첩성을민첩성을 확보할확보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다음다음 다이어그램에서는다이어그램에서는 ZTP가가 매우매우 엣지엣지 프레임워크프레임워크 내에서내에서 작동하는작동하는 방식을방식을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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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GITOPS 접근접근 방식방식

    ZTP는는 인프라인프라 배포의배포의 GitOps 배포배포 방법을방법을 사용하므로사용하므로 개발자가개발자가 IT 작업의작업의 관점에서관점에서 볼볼 수수 있는있는 작업을작업을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GitOps는는 YAML 파일파일 및및 기타기타 정의된정의된 패턴과패턴과 같은같은 Git 리포지토리에리포지토리에 저장된저장된 선언적선언적 
사양을사양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인프라인프라 배포를배포를 위한위한 프레임워크를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제공하는 이러한이러한 작업을작업을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선언적선언적 출력은출력은 
다중다중 사이트사이트 배포를배포를 위해위해 Open Cluster Manager에서에서 활용합니다활용합니다.
   

    GitOps 접근접근 방식에방식에 대한대한 동기동기 부여자부여자 중중 하나는하나는 규모에규모에 따른따른 안정성에안정성에 대한대한 요구요구 사항입니다사항입니다. 이는이는 
GitOps가가 해결하는해결하는 데데 도움이도움이 되는되는 중요한중요한 과제입니다과제입니다.
   

    GitOps는는 추적추적 기능기능, RBAC 및및 각각 사이트의사이트의 원하는원하는 상태에상태에 대한대한 단일단일 정보정보 소스를소스를 제공하여제공하여 안정성안정성 문문
제를제를 해결합니다해결합니다. 확장확장 문제는문제는 웹웹 후크를후크를 통해통해 구조구조, 툴링툴링 및및 이벤트이벤트 중심중심 작업을작업을 제공하는제공하는 GitOps에서에서 처처
리합니다리합니다.
   

19.3. 단일단일 노드에서노드에서 ZTP 및및 분산분산 장치장치 정보정보

    지원지원 설치설치 관리자관리자(AI) 및및 코어코어 재구축재구축 기술이기술이 활성화된활성화된 정책정책 생성기를생성기를 사용하여사용하여 RHACM(Red Hat 
Advanced Cluster Management)(ACM)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단일단일 노드에노드에 분산분산 장치장치(DU)를를 설치할설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DU 설치는설치는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서환경에서 ZTP(zero touch provisioning)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수행됩니다수행됩니다.
   

    ACM은은 단일단일 허브허브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여러여러 스포크스포크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관리하는관리하는 허브허브 및및 스포크스포크 아키텍처를아키텍처를 관리합관리합

니다니다. ACM은은 사전사전 정의된정의된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의의 RAN(Radio Access Network) 정책을정책을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ACM 프로비저닝을프로비저닝을 실행실행 중인중인 허브허브 클러스터클러스터 및및 ZTP 및및 HFS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spoke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배포합니다배포합니다. 
DU 설치는설치는 단일단일 노드에노드에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의의 2.5 설치를설치를 따릅니다따릅니다.
   

    Kiali 서비스는서비스는 베어베어 메탈에서메탈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단일단일 노드에서노드에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의의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 확장확장 및및 성능성능

226



을을 처리합니다처리합니다. ACM에는에는 MultiClusterHub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가리소스가 설치될설치될 때때 지원지원 설치설치 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 함께함께 
제공되고제공되고 배포됩니다배포됩니다.
   

    ZTP 및및 IC를를 사용하면사용하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단일단일 노드를노드를 프로비저닝하여프로비저닝하여 대규모로대규모로 DU를를 실실
행할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서환경에서 분산분산 유닛에유닛에 대한대한 ZTP의의 고급고급 개요는개요는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ACM을을 실행하는실행하는 허브허브 클러스터에서는클러스터에서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릴리스릴리스 이미지를이미지를 미미
러링하는러링하는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내부내부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관리합니다관리합니다. 내부내부 레지스트리는레지스트리는 spoke 단일단일 노드를노드를 프프
로비저닝하는로비저닝하는 데데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포맷에포맷에 YAML을을 사용하는사용하는 인벤토리인벤토리 파일에서파일에서 DU의의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시스템을시스템을 관리합니다관리합니다. 
인벤토리인벤토리 파일을파일을 Git 리포지토리에리포지토리에 저장합니다저장합니다.
     

      DU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시스템을시스템을 사이트에사이트에 설치하고설치하고 호스트를호스트를 프로비저닝할프로비저닝할 준비가준비가 되어되어 있습있습
니다니다. 프로비저닝을프로비저닝을 준비하려면준비하려면 각각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에호스트에 다음이다음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네트워크네트워크 연결연결 - 네트워크용네트워크용 DNS 포함포함. 호스트는호스트는 허브허브 및및 관리관리 대화대화 상자상자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통통
해해 연결할연결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허브허브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설치할설치할 호스트와호스트와 허브허브 사이에사이에 계층계층 3 연결이연결이 있있
는지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각각 호스트에호스트에 대한대한 BMC(Baseboard Management Controller) 세부세부 정보정보 - ZTP는는 BMC 
세부세부 정보를정보를 사용하여사용하여 BMC에에 액세스하는액세스하는 데데 필요한필요한 URL 및및 자격자격 증명을증명을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대화대화
식식 클러스터클러스터 정의정의 CR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이러한이러한 요소는요소는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관련관련 요소를요소를 정의합니정의합니

다다. 필수필수 CR은은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설명설명

네임스페이스 관리형 단일 노드 클러스터의 네임스페이스입
니다.

BMCSecret CR 호스트 BMC의 자격 증명.

Image Pull Secret CR 연결이 끊긴 레지스트리의 시크릿을 가져옵니
다.

AgentClusterInstall 네트워킹, 컨트롤 플레인(컨트롤 플레인) 노드
수 등과 같은 단일 노드 클러스터 구성을 지정합
니다.

ClusterDeployment 클러스터 이름, 도메인 및 기타 세부 정보를 정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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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sterletAddonConfig ACM의 ManagedCluster에서 애드온의 설치 및
종료 관리.

ManagedCluster ACM의 관리 클러스터를 설명합니다.

InfraEnv 지원 설치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생성하는 대상
노드에 마운트할 설치 ISO를 설명합니다. 매니
페스트 생성 단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BareMetalHost BMC 및 인증 정보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베어
메탈 호스트의 세부 정보를 설명합니다.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설명설명

      호스트호스트 인벤토리인벤토리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변경변경 사항이사항이 감지되면감지되면 새새 또는또는 업데이트된업데이트된 호스트를호스트를 프로비프로비

저닝하기저닝하기 위해위해 호스트호스트 관리관리 이벤트가이벤트가 트리거됩니다트리거됩니다.
     

      호스트가호스트가 프로비저닝되었습니다프로비저닝되었습니다. 호스트가호스트가 프로비저닝되고프로비저닝되고 재부팅되면재부팅되면 호스트호스트 에이전트에서에이전트에서 
hub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Ready 상태를상태를 보고합니다보고합니다.
     

19.4. 제로제로 접미접미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구성구성 요소요소

    ACM은은 단일단일 노드에노드에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이이 설치되어설치되어 있는있는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를를 배포하배포하

여여 단방향단방향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ZTP)을을 활용합니다활용합니다. 초기초기 사이트사이트 계획은계획은 더더 작은작은 구성구성 요소로요소로 분류되며분류되며 초기초기 구성구성 
데이터는데이터는 Git 리포지토리에리포지토리에 저장됩니다저장됩니다. 제로제로 터치터치 프로비저닝에서는프로비저닝에서는 선언적선언적 GitOps 접근법을접근법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이러한이러한 노드를노드를 배포합니다배포합니다. 노드노드 배포에는배포에는 다음이다음이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빈빈 서버에서버에 RHCOS(호스트호스트 운영운영 체제체제) 설치설치.
     

      단일단일 노드에노드에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배포배포.
     

      클러스터클러스터 정책정책 및및 사이트사이트 서브스크립션서브스크립션 생성생성.
     

      한한 번번 개발에개발에 GitOps 배포배포 토폴로지를토폴로지를 활용하면활용하면 원하는원하는 모델을모델을 배포할배포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서버서버 운영운영 체제에체제에 필요한필요한 네트워크네트워크 구성구성 만들기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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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프로필 Operator를를 배포하고배포하고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PTP, SR-IOV와와 같은같은 필요한필요한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관련관련 구구
성을성을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워크로드워크로드(CNF) 실행에실행에 필요한필요한 이미지이미지 다운로드다운로드.
     

19.5. 단일단일 노드노드 클러스터클러스터

    Zero touch provisioning (ZTP)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단일단일 노드노드 OpenShift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배포하여배포하여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에지에지 사이트에서사이트에서 소규모소규모 하드웨어하드웨어 풋프린트에서풋프린트에서 분산분산 단위단위(DU)를를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단일단일 노드노드 클러스터는클러스터는 하하
나의나의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에서호스트에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을을 실행하므로실행하므로 단일단일 노드를노드를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에지에지 
서버에는서버에는 낮은낮은 대역폭대역폭 또는또는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에지에지 사이트에사이트에 배포된배포된 동일한동일한 호스트에호스트에 Supervisor 기능과기능과 작업작업
자자 기능이기능이 있는있는 단일단일 노드가노드가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은은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을파티셔닝을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단일단일 노드에노드에 구성됩니다구성됩니다. 워크로워크로

드드 파티셔닝은파티셔닝은 사용자사용자 워크로드와워크로드와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관리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분리하고분리하고 예약된예약된 CPU 세트에서세트에서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관리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은파티셔닝은 사용자사용자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위해위해 대부분의대부분의 CPU 리소리소
스를스를 예약하고예약하고 호스트호스트 내에서내에서 더더 적은적은 CPU 리소스를리소스를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을을 구성구성
하려는하려는 단일단일 노드노드 프로덕션프로덕션 배포와배포와 같은같은 리소스가리소스가 제한된제한된 환경에환경에 유용합니다유용합니다.
   

    노드에서노드에서 DU 애플리케이션을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호스팅하는 단일단일 노드노드 클러스터는클러스터는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구성구성 범주로범주로 나뉩니다나뉩니다.
   

      Common - Values는는 hub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관리하는관리하는 모든모든 단일단일 노드노드 클러스터클러스터 사이트에사이트에 대해대해 동동
일합니다일합니다.
     

      사이트사이트 풀풀 - 풀풀 크기가크기가 1에서에서 n 이이 될될 수수 있는있는 사이트사이트 풀에서풀에서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사이트사이트 특정특정 - 다른다른 사이트와사이트와 겹치지겹치지 않는않는 사이트사이트(예예: vlan)에에 따라따라 다릅니다다릅니다.
     

19.6. 분산분산 장치장치 배포를배포를 위한위한 사이트사이트 계획계획 고려고려 사항사항

    DU(분산분산 단위단위) 배포를배포를 위한위한 사이트사이트 계획은계획은 복잡합니다복잡합니다. 다음은다음은 DU 호스트를호스트를 프로덕션프로덕션 환경에환경에 온라인으온라인으

로로 가져오기가져오기 전에전에 완료한완료한 작업의작업의 개요입니다개요입니다.
   

      네트워크네트워크 모델모델 개발개발. 네트워크네트워크 모델은모델은 적용적용 영역의영역의 크기크기, 호스트호스트 수수, 예상예상 트래픽트래픽 로드로드, DNS 및및 
DHCP 요구요구 사항과사항과 같은같은 다양한다양한 요소에요소에 따라따라 달라집니다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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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에네트워크에 충분한충분한 적용적용 범위와범위와 중복성을중복성을 제공하는제공하는 데데 필요한필요한 DU 라디오라디오 노드노드 수를수를 결정합니결정합니

다다.
     

      DU 호스트호스트 하드웨어에하드웨어에 대한대한 기계기계 및및 전기전기 사양을사양을 개발합니다개발합니다.
     

      개별개별 DU 사이트사이트 설치를설치를 위한위한 구축구축 계획을계획을 개발합니다개발합니다.
     

      프로덕션에프로덕션에 대한대한 호스트호스트 BIOS 설정을설정을 조정하고조정하고 호스트에호스트에 BIOS 구성을구성을 배포합니다배포합니다.
     

      현장에현장에 장비를장비를 설치하고설치하고 호스트를호스트를 네트워크에네트워크에 연결한연결한 다음다음 전원을전원을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현장현장 스위치스위치 및및 라우터라우터 구성구성.
     

      호스트호스트 시스템에시스템에 대한대한 기본기본 연결연결 테스트를테스트를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프로덕션프로덕션 네트워크네트워크 연결을연결을 설정하고설정하고 네트워크에네트워크에 대한대한 호스트호스트 연결을연결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대규모대규모 DU 호스트의호스트의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및및 배포배포.
     

      DU 호스트의호스트의 부하부하 및및 규모규모 테스트를테스트를 수행하고수행하고 실시간실시간 프로덕션프로덕션 환경에서환경에서 DU 인프라를인프라를 온라온라
인인 상태로상태로 전환하기전환하기 전에전에 현장현장 작업을작업을 테스트테스트 및및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19.7. 분산분산 장치장치(DU)의의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은시간은 5G 네트워크네트워크 개발에개발에 핵심적인핵심적인 부분입니다부분입니다. 통신통신 네트워크는네트워크는 다양한다양한 주요주요 사용사용 사례에사례에

서서 서비스서비스 품질을품질을 보장하기보장하기 위해위해 가능한가능한 한한 신호신호 지연이지연이 거의거의 필요하지필요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시간 처리는처리는 기능기능 및및 보안에보안에 영향을영향을 주는주는 타이밍타이밍 제약제약 조건과의조건과의 통신에통신에 필수적입니다필수적입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5G Telco 애플리케이션은애플리케이션은 IoT(사물사물 인터넷인터넷) 요구요구 사항을사항을 충족하기충족하기 위해위해 1밀리초의밀리초의 단방향단방향 대기대기 시시
간을간을 보장해야보장해야 합니다합니다. 대기대기 시간은시간은 자율자율 자동차자동차, 스마트스마트 팩토리팩토리 및및 온라인온라인 게임의게임의 향후향후 개발에도개발에도 중요합중요합

니다니다. 이러한이러한 환경의환경의 네트워크에는네트워크에는 거의거의 실시간실시간 데이터데이터 흐름이흐름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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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은시간은 응답응답 및및 처리처리 시간과시간과 관련하여관련하여 보장을보장을 의미합니다의미합니다. 여기에는여기에는 통신통신 프로토콜을프로토콜을 원활하원활하

게게 작동시키거나작동시키거나, 오류오류 조건에조건에 대한대한 빠른빠른 응답으로응답으로 장치장치 보안을보안을 보장하거나보장하거나, 많은많은 데이터를데이터를 수신할수신할 때때 시시
스템이스템이 뒤처지지뒤처지지 않도록않도록 하는하는 작업이작업이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은시간은 라디오라디오 전송의전송의 최적최적 동기화를동기화를 위한위한 핵핵
심입니다심입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을을 사용하면사용하면 다양한다양한 기술과기술과 특수특수 하드웨어하드웨어 장치를장치를 사용하여사용하여 COTS 하하
드웨어에서드웨어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DU에에 대해대해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처리할처리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HCOS 용용 실시간실시간 커널커널

       높은높은 수준의수준의 프로세스프로세스 결정성으로결정성으로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처리하도록처리하도록 보장합니다보장합니다.
      

CPU 격리격리

       CPU 스케줄링스케줄링 지연을지연을 방지하고방지하고 CPU 용량을용량을 일관되게일관되게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합니다합니다.
      

NUMA 인식인식

       CPU 및및 PCI 장치와장치와 메모리메모리 및및 대규모대규모 페이지를페이지를 정렬하여정렬하여 보장된보장된 컨테이너컨테이너 메모리와메모리와 대규모대규모 페이페이
지를지를 NUMA 노드에노드에 고정합니다고정합니다. 이렇게이렇게 하면하면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줄어들고줄어들고 노드의노드의 성능이성능이 향상됩니다향상됩니다.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메모리메모리 관리관리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크기를크기를 사용하면사용하면 페이지페이지 테이블에테이블에 액세스하는액세스하는 데데 필요한필요한 시스템시스템 리소스의리소스의 양을양을 줄줄
여여 시스템시스템 성능이성능이 향상됩니다향상됩니다.
      

PTP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정밀정밀 타이밍타이밍 동기화동기화

       마이크로초마이크로초 이하의이하의 정확도를정확도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네트워크에서 노드노드 간에간에 동기화동기화 가능가능.
      

19.8. 분산분산 장치장치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에호스트에 대한대한 BIOS 구성구성

    호스트를호스트를 프로비저닝하려면프로비저닝하려면 먼저먼저 DC(분산분산 장치장치) 호스트를호스트를 구성해야구성해야 BIOS를를 구성해야구성해야 합니다합니다. BIOS 
구성은구성은 DU 및및 설치의설치의 특정특정 요구요구 사항을사항을 실행하는실행하는 특정특정 하드웨어에하드웨어에 따라따라 다릅니다다릅니다.
   

중요중요

     이이 개발자개발자 프리뷰프리뷰 릴리스에서는릴리스에서는 DU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시스템에시스템에 대한대한 BIOS 구성구성 및및 튜튜
닝이닝이 고객의고객의 책임입니다책임입니다. BIOS 자동자동 설정은설정은 제로제로 터치터치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워크플로에서워크플로에서 처리하지처리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절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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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EFI/BIOS 부팅부팅 모드를모드를 UEFI  로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2. 
      호스트호스트 부팅부팅 시퀀스시퀀스 순서에서순서에서 하드하드 드라이브를드라이브를 먼저먼저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3. 
      하드웨어에하드웨어에 대한대한 특정특정 BIOS 설정을설정을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다음다음 표에는표에는 Intel FlexRAN 4G 및및 5G 
baseband ERPY 참조참조 설계를설계를 기반으로기반으로 Intel Xeon Skylake 또는또는 Intel Cascade Lake 서버의서버의 대대
표표 BIOS 구성이구성이 설명되어설명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중요중요

       정확한정확한 BIOS 구성은구성은 특정특정 하드웨어하드웨어 및및 네트워크네트워크 요구요구 사항에사항에 따라따라 다릅니다다릅니다. 
다음다음 샘플샘플 구성은구성은 설명설명 목적으로만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표표 19.1. Intel Xeon Skylake 또는또는 Cascade Lake 서버용서버용 샘플샘플 BIOS 구성구성

BIOS 설정설정 설정설정

CPU 전력 및 성능 정책 성능

Uncore Frequency Scaling 비활성화됨

성능 P 제한 비활성화됨

Intel SpeedStep ® Tech 개선 활성화됨

Intel 구성 가능 TDP 활성화됨

구성 가능한 TDP 수준 수준 2

Intel® Turbo Boost Technology 활성화됨

에너지 효율성 Turbo 비활성화됨

하드웨어 P-상태 비활성화됨

패키지 C-State C0/C1 상태

C1E 비활성화됨

프로세서 C6 비활성화됨

참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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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호스트에호스트에 대해대해 BIOS에서에서 글로벌글로벌 SR-IOV 및및 VT-d 설정을설정을 활성화합니다활성화합니다. 이러한이러한 설정은설정은 
베어베어 메탈메탈 환경과환경과 관련이관련이 있습니다있습니다.
    

19.9.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환경 준비준비

    분산분산 장치장치(DU)를를 대규모로대규모로 프로비저닝하려면프로비저닝하려면 먼저먼저 DU의의 프로비저닝을프로비저닝을 처리하는처리하는 RHACM(Red Hat 
Advanced Cluster Management)을을 설치해야설치해야 합니다합니다.
   

    RHACM은은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허브허브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Operator로로 배포됩니다배포됩니다. 기본기본 제공되는제공되는 
보안보안 정책을정책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단일단일 콘솔에서콘솔에서 클러스터와클러스터와 애플리케이션을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합니다제어합니다. RHACM은은 DU 호스트를호스트를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및및 관리합니다관리합니다.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환경에 RHACM을을 설치하려면설치하려면 필요한필요한 Operator 이미지가이미지가 포함된포함된 
OLM(Operator Lifecycle Manager) 카탈로그를카탈로그를 미러링하는미러링하는 미러미러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OLM은은 
Operator 및및 해당해당 종속종속 항목을항목을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관리관리, 설치설치 및및 업그레이드합니다업그레이드합니다.
   

    또한또한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미러미러 호스트를호스트를 사용하여사용하여 DU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운영운영 체제를체제를 프로비저닝하는프로비저닝하는 RHCOS 
ISO 및및 RootFS 디스크디스크 이미지를이미지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제한된제한된 네트워크에서네트워크에서 프로비저닝된프로비저닝된 인프라에인프라에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설치하기설치하기 전에전에 필요한필요한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를이미지를 해해
당당 환경에환경에 미러링해야미러링해야 합니다합니다. 이이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무제한무제한 네트워크에서네트워크에서 사용하여사용하여 클러스터가클러스터가 외부외부 콘텐츠에콘텐츠에 
대해대해 조직의조직의 제어제어 조건을조건을 충족하는충족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만이미지만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중요중요

     필요한필요한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를이미지를 얻으려면얻으려면 인터넷에인터넷에 액세스해야합니다액세스해야합니다. 이이 절차에서는절차에서는 네트네트
워크와워크와 인터넷에인터넷에 모두모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는있는 미러미러 호스트에호스트에 미러미러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배치합니다배치합니다. 미미
러러 호스트에호스트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없는없는 경우경우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네트워크네트워크 경계를경계를 이이
동할동할 수수 있는있는 장치에장치에 이미지를이미지를 복사합니다복사합니다.
    

19.9.1.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환경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Docker v2-2를를 지원하는지원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이미지 레지스트리가레지스트리가 다음다음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중중 하나와하나와 같이같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호스팅할호스팅할 위치에위치에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Red Hat Q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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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rog Artifactory
      

       Sonatype Nexus Repository
      

       Harbor
      

     Red Hat Quay에에 대한대한 사용사용 권한이권한이 있는있는 경우경우, 개념개념 증명증명 목적목적으로으로 또는또는 Quay Operator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Red Hat Quay 배포에배포에 대한대한 설명서를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선택선택 및및 설치하는데설치하는데 추가추가 지원이지원이 필요필요
한한 경우경우 영업영업 담당자담당자 또는또는 Red Hat 지원팀에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
    

참고참고

      Red Hat은은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에서 타사타사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테스트하지테스트하지 않습않습
니다니다.
     

19.9.2. 미러미러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정보정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설치설치 및및 후속후속 제품제품 업데이트에업데이트에 Red Hat Quay, JFrog Artifactory, 
Sonatype Nexus Repository 또는또는 Harbor와와 같은같은 컨테이너컨테이너 미러미러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필요한필요한 이미지를이미지를 미러링미러링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대규모대규모 컨테이너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없는없는 경우경우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서브스크립션에서브스크립션에 포함된포함된 소규모소규모 컨테이너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인레지스트리인 Red Hat OpenShift에에 미러미러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Docker v2-2, Red Hat OpenShift의의 미러미러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Artifactory, Sonatype Nexus Repository 또또
는는 Harbor와와 같은같은 Docker v2-2를를 지원하는지원하는 모든모든 컨테이너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선택한선택한 레레
지스트리에지스트리에 관계없이관계없이 인터넷상의인터넷상의 Red Hat 호스팅호스팅 사이트의사이트의 콘텐츠를콘텐츠를 격리된격리된 이미지이미지 레지스트리로레지스트리로 미러미러
링하는링하는 절차는절차는 동일합니다동일합니다. 콘텐츠를콘텐츠를 미러링한미러링한 후후 미러미러 레지스트리에서레지스트리에서 이이 콘텐츠를콘텐츠를 검색하도록검색하도록 각각 클러클러
스터를스터를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중요중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내부내부 레지스트리는레지스트리는 미러링미러링 프로세스프로세스 중에중에  
필요한필요한 태그태그 없이없이 푸시를푸시를 지원하지지원하지 않으므로않으므로 대상대상 레지스트리로레지스트리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Red Hat OpenShift의의 미러미러 레지스트리가레지스트리가 아닌아닌 컨테이너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선택하는선택하는 경우경우 프로비저닝하프로비저닝하

는는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모든모든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연결할연결할 수수 없는없는 경우경우 설치설치, 업업
데이트데이트 또는또는 워크로드워크로드 재배치와재배치와 같은같은 일반일반 작업이작업이 실패할실패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따라서따라서 고가용성고가용성 방식으로방식으로 미러미러 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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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리를지스트리를 실행해야하며실행해야하며 미러미러 레지스트리는레지스트리는 최소한최소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프로덕프로덕

션션 환경의환경의 가용성조건에가용성조건에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미러미러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이미지로이미지로 채우면채우면 다음다음 두두 가지가지 시나리오를시나리오를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호스트가호스트가 인터넷과인터넷과 미러미러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모두모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지만있지만 클러스터클러스터 노드에노드에 액세스액세스 할할 
수수 없는없는 경우경우 해당해당 머신의머신의 콘텐츠를콘텐츠를 직접직접 미러링할미러링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connected mirroring(미미
러링러링 연결연결)이라고이라고 합니다합니다. 그러한그러한 호스트가호스트가 없는없는 경우경우 이미지를이미지를 파일파일 시스템에시스템에 미러링한미러링한 다음다음 해당해당 호스트호스트  
또는또는 이동식이동식 미디어를미디어를 제한된제한된 환경에환경에 배치해야배치해야 합니다합니다. 이이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미러링미러링 연결연결 해제해제라고라고 합니다합니다.
    

     미러링된미러링된 레지스트리의레지스트리의 경우경우 가져온가져온 이미지의이미지의 소스를소스를 보려면보려면 CRI-O 로그의로그의 Trying to access 로그로그 항항
목을목을 검토해야검토해야 합니다합니다. 노드에서노드에서 crictl images 명령을명령을 사용하는사용하는 등의등의 이미지이미지 가져오기가져오기 소스를소스를 보는보는 다른다른 
방법은방법은 미러링되지미러링되지 않은않은 이미지이미지 이름을이름을 표시합니다표시합니다.
    

참고참고

      Red Hat은은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에서에서 타사타사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테스트하지테스트하지 않습않습
니다니다.
     

추가추가 리소스리소스

       이미지이미지 소스를소스를 보기보기 위해위해 CRI-O 로그를로그를 보는보는 방법에방법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이미지이미지 풀풀 소스소스 보보
기기를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19.9.3. 미러미러 호스트호스트 준비준비

     미러미러 단계를단계를 수행하기수행하기 전에전에 호스트는호스트는 콘텐츠를콘텐츠를 검색하고검색하고 원격원격 위치로위치로 푸시할푸시할 준비가준비가 되어되어 있어야있어야 합니합니
다다.
    

19.9.3.1. 바이너리를바이너리를 다운로드하여다운로드하여 OpenShift CLI 설치설치

      명령줄명령줄 인터페이스를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사용하여 OpenShift Container Platform과과 상호상호 작용하기작용하기 위해위해 OpenShift 
CLI(oc)를를 설치할설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Linux, Windows 또는또는 macOS에에 oc를를 설치할설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중요중요

       이전이전 버전의버전의 oc를를 설치한설치한 경우경우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의의 모든모든 명령을명령을 완완
료하는료하는 데데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새새 버전의버전의 oc를를 다운로드하여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Linux에서에서 OpenShift CLI 설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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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다음 절차를절차를 사용하여사용하여 Linux에서에서 OpenShift CLI(oc) 바이너리를바이너리를 설치할설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절차절차

1. 
        Red Hat 고객고객 포털에서포털에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다운로드다운로드 페이지페이지로로 이동합니다이동합니다.
       

2. 
        버전버전 드롭다운드롭다운 메뉴에서메뉴에서 적절한적절한 버전을버전을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3. 
        OpenShift v4.9 Linux Client 항목항목 옆에옆에 있는있는 지금지금 다운로드다운로드를를 클릭하고클릭하고 파일을파일을 저장합니다저장합니다.
       

4. 
        아카이브의아카이브의 압축을압축을 풉니다풉니다.
       

5. 
        oc 바이너리를바이너리를 PATH에에 있는있는 디렉터리에디렉터리에 배치합니다배치합니다.
       

        PATH를를 확인하려면확인하려면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OpenShift CLI를를 설치한설치한 후후 oc 명령을명령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Windows에서에서 OpenSfhit CLI 설치설치

      다음다음 절차에절차에 따라따라 Windows에에 OpenShift CLI(oc) 바이너리를바이너리를 설치할설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절차절차

1. 
        Red Hat 고객고객 포털에서포털에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다운로드다운로드 페이지페이지로로 이동합니다이동합니다.
       

2. 
        버전버전 드롭다운드롭다운 메뉴에서메뉴에서 적절한적절한 버전을버전을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3. 

$ tar xvf <file>

$ echo $PATH

$ oc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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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hift v4.9 Windows Client 항목항목 옆에옆에 있는있는 지금지금 다운로드다운로드를를 클릭하고클릭하고 파일을파일을 저장합저장합

니다니다.
       

4. 
        ZIP 프로그램으로프로그램으로 아카이브의아카이브의 압축을압축을 풉니다풉니다.
       

5. 
        oc 바이너리를바이너리를 PATH에에 있는있는 디렉터리로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이동합니다.
       

        PATH를를 확인하려면확인하려면 명령명령 프롬프트를프롬프트를 열고열고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OpenShift CLI를를 설치한설치한 후후 oc 명령을명령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macOS에에 OpenShift CLI 설치설치

      다음다음 절차에절차에 따라따라 macOS에서에서 OpenShift CLI(oc) 바이너리를바이너리를 설치할설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절차절차

1. 
        Red Hat 고객고객 포털에서포털에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다운로드다운로드 페이지페이지로로 이동합니다이동합니다.
       

2. 
        버전버전 드롭다운드롭다운 메뉴에서메뉴에서 적절한적절한 버전을버전을 선택합니다선택합니다.
       

3. 
        OpenShift v4.9 MacOSX Client 항목항목 옆에옆에 있는있는 지금지금 다운로드를다운로드를 클릭하고클릭하고 파일을파일을 저장합저장합

니다니다.
       

4. 
        아카이브의아카이브의 압축을압축을 해제하고해제하고 압축을압축을 풉니다풉니다.
       

5. 
        oc 바이너리바이너리 PATH의의 디렉터리로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이동합니다.
       

        PATH를를 확인하려면확인하려면 터미널을터미널을 열고열고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C:\> path

C:\> oc <command>

$ echo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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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OpenShift CLI를를 설치한설치한 후후 oc 명령을명령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19.9.3.2. 이미지를이미지를 미러링할미러링할 수수 있는있는 인증인증 정보정보 설정설정

      Red Hat에서에서 미러로미러로 이미지를이미지를 미러링할미러링할 수수 있는있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이미지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인증인증 정보정보 파일을파일을 생성생성
합니다합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서환경에서 사용할사용할 미러미러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구성했습니다구성했습니다.
       

절차절차

       설치설치 호스트에서호스트에서 다음다음 단계를단계를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1. 
        Red Hat OpenShift Cluster Manager에서에서 registry.redhat.io 풀풀 시크릿시크릿 을을 다운로드하여다운로드하여 
.json 파일에파일에 저장합니다저장합니다.
       

2. 
        미러미러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대한대한 base64로로 인코딩된인코딩된 사용자사용자 이름이름 및및 암호암호 또는또는 토큰을토큰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user_name> 및및 <password>의의 경우경우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설정한설정한 사용자사용자 이름이름 및및 암호를암호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3. 
        풀풀 시크릿을시크릿을 JSON 형식으로형식으로 복사합니다복사합니다.
       

 

          풀풀 시크릿을시크릿을 저장할저장할 폴더의폴더의 경로와경로와 생성한생성한 JSON 파일의파일의 이름을이름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 oc <command>

$ echo -n '<user_name>:<password>' | base64 -w0 1
BGVtbYk3ZHAtqXs=

$ cat ./pull-secret.text | jq .  > <path>/<pull_secret_file_in_js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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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파일을파일을 ~/.docker/config.json 또는또는 $XDG_RUNTIME_DIR/containers/auth.json 으로으로 저저
장합니다장합니다.
       

        파일의파일의 내용은내용은 다음다음 예와예와 유사합니다유사합니다.
       

5. 
        새새 파일을파일을 편집하고편집하고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설명하는설명하는 섹션을섹션을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mirror_registry>의의 경우경우 미러미러 레지스트리가레지스트리가 콘텐츠를콘텐츠를 제공하는데제공하는데 사용하는사용하는 레지스레지스

트리트리 도메인도메인 이름이름 및및 포트포트 (선택선택 사항사항)를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예예: registry.example.com 또는또는 
registry.example.com:8443
         

 

          <credentials>의의 경우경우 미러미러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대해대해 base64로로 인코딩된인코딩된 사용자사용자 이름이름 및및 암암
호를호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
  "auths": {
    "cloud.openshift.com": {
      "auth": "b3BlbnNo...",
      "email": "you@example.com"
    },
    "quay.io": {
      "auth": "b3BlbnNo...",
      "email": "you@example.com"
    },
    "registry.connect.redhat.com": {
      "auth": "NTE3Njg5Nj...",
      "email": "you@example.com"
    },
    "registry.redhat.io": {
      "auth": "NTE3Njg5Nj...",
      "email": "you@example.com"
    }
  }
}

  "auths": {
    "<mirror_registry>": { 1
      "auth": "<credentials>", 2
      "email": "you@example.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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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은파일은 다음다음 예제와예제와 유사합니다유사합니다.
       

19.9.3.3.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이미지이미지 저장소저장소 미러링미러링

      클러스터클러스터 설치설치 또는또는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중에중에 사용할사용할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이미지이미지 저장소를저장소를 레지스레지스

트리에트리에 미러링합니다미러링합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미러미러 호스트가호스트가 인터넷에인터넷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네트워크가네트워크가 제한된제한된 환경에서환경에서 사용할사용할 미러미러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설정하고설정하고 설정한설정한 인증서인증서 및및 인증인증 정정
보에보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ed Hat OpenShift Cluster Manager에서에서 풀풀 시크릿시크릿 을을 다운로드하여다운로드하여 미러미러 저장소에저장소에 대한대한 
인증을인증을 포함하도록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수정했습니다.
       

        Subject Alternative Name을을 설정하지설정하지 않는않는 자체자체 서명된서명된 인증서를인증서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이이 절차절차
의의 oc 명령명령 앞에앞에 GODEBUG=x509ignoreCN=0을을 지정해야지정해야 합니다합니다. 이이 변수를변수를 설정하지설정하지 않으면않으면 

{
  "auths": {
    "registry.example.com": {
      "auth": "BGVtbYk3ZHAtqXs=",
      "email": "you@example.com"
    },
    "cloud.openshift.com": {
      "auth": "b3BlbnNo...",
      "email": "you@example.com"
    },
    "quay.io": {
      "auth": "b3BlbnNo...",
      "email": "you@example.com"
    },
    "registry.connect.redhat.com": {
      "auth": "NTE3Njg5Nj...",
      "email": "you@example.com"
    },
    "registry.redhat.io": {
      "auth": "NTE3Njg5Nj...",
      "email": "you@example.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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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명령이명령이 다음다음 오류로오류로 인해인해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절차절차

       미러미러 호스트에서호스트에서 다음다음 단계를단계를 완료합니다완료합니다.
      

1.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다운로드다운로드 페이지페이지를를 확인하여확인하여 설치할설치할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버전을버전을 확인하고확인하고 Repository Tags 페이지에서페이지에서 해당해당 태그를태그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2. 
        필요한필요한 환경환경 변수를변수를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a. 
          릴리스릴리스 버전을버전을 내보냅니다내보냅니다.
         

          <release_version>에에 대해대해 설치할설치할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버전에버전에 해당하는해당하는 
태그를태그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예예: 4.5.4).
         

b. 
          로컬로컬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이름이름 및및 호스트호스트 포트를포트를 내보냅니다내보냅니다.
         

          <local_registry_host_name>의의 경우경우 미러미러 저장소의저장소의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도메인도메인 이름을이름을 지정지정
하고하고 <local_registry_host_port>의의 경우경우 콘텐츠를콘텐츠를 제공하는데제공하는데 사용되는사용되는 포트를포트를 지정합니지정합니

다다.
         

c. 
          로컬로컬 저장소저장소 이름을이름을 내보냅니다내보냅니다.
         

          <local_repository_name>의의 경우경우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작성할작성할 저장소저장소 이름이름 (예예: 
ocp4/openshift4)을을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d. 

x509: certificate relies on legacy Common Name field, use SANs or temporarily enable 
Common Name matching with GODEBUG=x509ignoreCN=0

$ OCP_RELEASE=<release_version>

$ LOCAL_REGISTRY='<local_registry_host_name>:<local_registry_host_port>'

$ LOCAL_REPOSITORY='<local_repository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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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미러링할미러링할 저장소저장소 이름을이름을 내보냅니다내보냅니다.
         

          프로덕션프로덕션 환경의환경의 릴리스의릴리스의 경우경우 openshift-release-dev를를 지정해야지정해야 합니다합니다.
         

e.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풀풀 시크릿의시크릿의 경로를경로를 내보냅니다내보냅니다.
         

          생성한생성한 미러미러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대한대한 풀풀 시크릿의시크릿의 절대절대 경로경로 및및 파일파일 이름을이름을  
<path_to_pull_secret>에에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f. 
          릴리스릴리스 미러를미러를 내보냅니다내보냅니다.
         

          프로덕션프로덕션 환경의환경의 릴리스의릴리스의 경우경우 ocp-release를를 지정해야지정해야 합니다합니다.
         

g. 
          서버의서버의 아키텍처아키텍처 유형유형 (예예: x86_64)을을 내보냅니다내보냅니다.
         

h. 
          미러링된미러링된 이미지를이미지를 호스트할호스트할 디렉터리의디렉터리의 경로를경로를 내보냅니다내보냅니다.
         

 

            초기초기 슬래시슬래시 (/) 문자를문자를 포함하여포함하여 전체전체 경로를경로를 지정합니다지정합니다.
           

3. 
        미러미러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버전버전 이미지를이미지를 미러링합니다미러링합니다.
       

          미러미러 호스트가호스트가 인터넷에인터넷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없는없는 경우경우 다음다음 작업을작업을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 PRODUCT_REPO='openshift-release-dev'

$ LOCAL_SECRET_JSON='<path_to_pull_secret>'

$ RELEASE_NAME="ocp-release"

$ ARCHITECTURE=<server_architecture>

$ REMOVABLE_MEDIA_PATH=<pat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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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동식이동식 미디어를미디어를 인터넷에인터넷에 연결된연결된 시스템에시스템에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ii. 
            미러링할미러링할 이미지이미지 및및 설정설정 매니페스트를매니페스트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iii. 
            이전이전 명령의명령의 출력에서출력에서 전체전체 imageContentSources 섹션을섹션을 기록합니다기록합니다. 미러에미러에 
대한대한 정보는정보는 미러링된미러링된 저장소에저장소에 고유하며고유하며 설치설치 중에중에 imageContentSources 섹션을섹션을 
install-config.yaml 파일에파일에 추가해야추가해야 합니다합니다.
           

iv. 
            이동식이동식 미디어의미디어의 디렉터리에디렉터리에 이미지를이미지를 미러링합니다미러링합니다.
           

v. 
            미디어를미디어를 네트워크가네트워크가 제한된제한된 환경으로환경으로 가져와서가져와서 이미지를이미지를 로컬로컬 컨테이너컨테이너 레지스레지스

트리에트리에 업로드합니다업로드합니다.
           

 

              REMOVABLE_MEDIA_PATH의의 경우경우 이미지를이미지를 미러링미러링 할할 때때 지정한지정한 것과것과 
동일한동일한 경로를경로를 사용해야사용해야 합니다합니다.
             

          로컬로컬 컨테이너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레지스트리가 미러미러 호스트에호스트에 연결된연결된 경우경우 다음다음 작업을작업을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i. 

$ oc adm release mirror -a ${LOCAL_SECRET_JSON}  \
     --from=quay.io/${PRODUCT_REPO}/${RELEASE_NAME}:${OCP_RELEASE}-
${ARCHITECTURE} \
     --to=${LOCAL_REGISTRY}/${LOCAL_REPOSITORY} \
     --to-release-
image=${LOCAL_REGISTRY}/${LOCAL_REPOSITORY}:${OCP_RELEASE}-
${ARCHITECTURE} --dry-run

$ oc adm release mirror -a ${LOCAL_SECRET_JSON} --to-
dir=${REMOVABLE_MEDIA_PATH}/mirror 
quay.io/${PRODUCT_REPO}/${RELEASE_NAME}:${OCP_RELEASE}-
${ARCHITECTURE}

$ oc image mirror -a ${LOCAL_SECRET_JSON} --from-
dir=${REMOVABLE_MEDIA_PATH}/mirror 
"file://openshift/release:${OCP_RELEASE}*" 
${LOCAL_REGISTRY}/${LOCAL_REPOSITOR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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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릴리스릴리스 이미지를이미지를 로컬로컬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직접직접 푸시합니다푸시합니다.
           

            이이 명령은명령은 요약된요약된 릴리스릴리스 정보를정보를 가져오며가져오며, 명령명령 출력에는출력에는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설치할설치할 때때  
필요한필요한 imageContentSources 데이터가데이터가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ii. 
            이전이전 명령의명령의 출력에서출력에서 전체전체 imageContentSources 섹션을섹션을 기록합니다기록합니다. 미러에미러에 
대한대한 정보는정보는 미러링된미러링된 저장소에저장소에 고유하며고유하며 설치설치 중에중에 imageContentSources 섹션을섹션을 
install-config.yaml 파일에파일에 추가해야추가해야 합니다합니다.
           

참고참고

             미러링미러링 프로세스프로세스 중에중에 이미지이미지 이름이이름이 Quay.io에에 패치되고패치되고 
podman 이미지는이미지는 부트스트랩부트스트랩 가상가상 머신의머신의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Quay.io를를 표시표시
합니다합니다.
            

4. 
        미러링된미러링된 콘텐츠를콘텐츠를 기반으로기반으로 설치설치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생성하려면생성하려면 콘텐츠를콘텐츠를 추출하여추출하여 릴리스릴리스 배포에배포에 
고정합니다고정합니다.
       

          미러미러 호스트가호스트가 인터넷에인터넷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없는없는 경우경우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로컬로컬 컨테이너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레지스트리가 미러미러 호스트에호스트에 연결된연결된 경우경우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중요중요

$ oc adm release mirror -a ${LOCAL_SECRET_JSON}  \
     --from=quay.io/${PRODUCT_REPO}/${RELEASE_NAME}:${OCP_RELEASE}-
${ARCHITECTURE} \
     --to=${LOCAL_REGISTRY}/${LOCAL_REPOSITORY} \
     --to-release-
image=${LOCAL_REGISTRY}/${LOCAL_REPOSITORY}:${OCP_RELEASE}-
${ARCHITECTURE}

$ oc adm release extract -a ${LOCAL_SECRET_JSON} --command=openshift-
install "${LOCAL_REGISTRY}/${LOCAL_REPOSITORY}:${OCP_RELEASE}"

$ oc adm release extract -a ${LOCAL_SECRET_JSON} --command=openshift-
install "${LOCAL_REGISTRY}/${LOCAL_REPOSITORY}:${OCP_RELEASE}-
${ARCHITECTURE}"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 확장확장 및및 성능성능

244



중요중요

           선택한선택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버전에버전에 올바른올바른 이미지를이미지를 사용사용
하려면하려면 미러링된미러링된 콘텐츠에서콘텐츠에서 설치설치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배포해야배포해야 합니다합니다.
          

           인터넷이인터넷이 연결된연결된 컴퓨터에서컴퓨터에서 이이 단계를단계를 수행해야수행해야 합니다합니다.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환경에 있는있는 경우경우 --image 플래그를플래그를 must-gather의의 일부일부
로로 사용하여사용하여 페이로드페이로드 이미지를이미지를 가리킵니다가리킵니다.
          

5. 
        설치설치 프로그램에서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인프라를인프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경우경우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19.9.3.4.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미러미러 호스트에호스트에 RHCOS ISO 및및 RootFS 이미지이미지 추가추가

      프로비저닝하는프로비저닝하는 인프라에인프라에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설치하기설치하기 전에전에 사용할사용할 RHCOS(Red Hat Enterprise Linux 
CoreOS) 시스템을시스템을 생성해야생성해야 합니다합니다.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미러를미러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분산분산 장치장치(DU)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를호스트를 프프
로비저닝하는로비저닝하는 데데 필요한필요한 RHCOS 이미지를이미지를 호스팅합니다호스팅합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네트워크에서네트워크에서 RHCOS 이미지이미지 리소스를리소스를 호스팅하도록호스팅하도록 HTTP 서버를서버를 배포하고배포하고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사용자사용자 컴퓨터와컴퓨터와 사용자가사용자가 생성한생성한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HTTP 서버에서버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중요중요

       RHCOS 이미지는이미지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릴리스에릴리스에 따라따라 변경되지변경되지 않을않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설치하는설치하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버전과버전과 같거나같거나 그그 이하의이하의 버전버전 중중 가가
장장 최신최신 버전의버전의 이미지를이미지를 다운로드해야다운로드해야 합니다합니다.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경우경우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버전과버전과 일치하는일치하는 이미지이미지 버전을버전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DU 호스트에호스트에 RHCOS를를 설치하려설치하려

면면 ISO 및및 RootFS 이미지가이미지가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이이 설치설치 유형에서는유형에서는 RHCOS qcow2 이미지가이미지가 지지
원되지원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절차절차

1. 
        미러미러 호스트에호스트에 로그인합니다로그인합니다.
       

2. 

$ openshift-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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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mirror.openshift.com에서에서 RHCOS ISO 및및 RootFS 이미지를이미지를 가져옵니다가져옵니다. 예를예를 들면들면 다음다음
과과 같습니다같습니다.
       

a. 
          필요한필요한 이미지이미지 이름과이름과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버전을버전을 환경환경 변수로변수로 내보냅니내보냅니

다다.
         

 

            ISO 이미지이미지 이름이름(예예: rhcos-4.9.0-fc.1-x86_64-live.x86_64.iso)
           

 

            rootfs 이미지이미지 이름이름(예예: rhcos-4.9.0-fc.1-x86_64-live-rootfs.x86_64.img)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버전버전(예예: latest-4.9)
           

b. 
          필요한필요한 이미지를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다운로드합니다.
         

검증검증 절차절차

        예를예를 들어들어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다운로드되고다운로드되고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미러미러 호스트에호스트에 이미지가이미지가 제공되고제공되고 있는지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 export ISO_IMAGE_NAME=<iso_image_name> 1

$ export ROOTFS_IMAGE_NAME=<rootfs_image_name> 1

$ export OCP_VERSION=<ocp_version> 1

$ sudo wget https://mirror.openshift.com/pub/openshift-
v4/dependencies/rhcos/pre-release/${OCP_VERSION}/${ISO_IMAGE_NAME} -O 
/var/www/html/${ISO_IMAGE_NAME}

$ sudo wget https://mirror.openshift.com/pub/openshift-
v4/dependencies/rhcos/pre-release/${OCP_VERSION}/${ROOTFS_IMAGE_NAME} -
O /var/www/html/${ROOTFS_IMAGE_NAME}

$ wget http://$(hostname)/${ISO_IMAGE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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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예상 출력출력

         

        

19.10.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환경에 RED HAT ADVANCED CLUSTER MANAGEMENT 설치설치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의환경의 허브허브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RHACM(Red Hat Advanced Cluster Management)을을 사용하사용하

여여 여러여러 관리형관리형 스포크스포크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분산분산 장치장치(DU) 프로필프로필 배포를배포를 관리합니다관리합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CLI (oc)를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cluster-admin 권한이권한이 있는있는 사용자로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로그인합니다.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사용할사용할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미러미러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참고참고

       스포크스포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Operator를를 배포하려면배포하려면 이이 레지스트리에레지스트리에 Operator를를 추추
가해야가해야 합니다합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Operator 카탈로그카탈로그 미러링을미러링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절차절차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환경에 hub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RHACM을을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서환경에서 RHACM 
설치를설치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19.11. 베어베어 메탈에서메탈에서 지원되는지원되는 설치설치 프로그램프로그램 서비스서비스 활성화활성화

    AIS(Assisted Installer Service)는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배포합니다배포합니다. 
RHACM(Red Hat Advanced Cluster Management)에는에는 AIS가가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AIS는는 RHACM 허브허브 

...
Saving to: rhcos-4.9.0-fc.1-x86_64-live.x86_64.iso
rhcos-4.9.0-fc.1-x86_64-  11%[====>    ]  10.01M  4.71M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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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MultiClusterHub Operator를를 활성화하면활성화하면 배포됩니다배포됩니다.
   

    DC(분산분산 단위단위)의의 경우경우 RHACM은은 단일단일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에서호스트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배포를배포를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단일단일 노드노드 클러스터는클러스터는 컨트롤컨트롤 플레인과플레인과 작업자작업자 노드노드 역할을역할을 합니다합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허브허브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를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RHACM을을 설치하고설치하고 MultiClusterHub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및및 파일파일 시스템시스템 스토리지에스토리지에 사용할사용할 영구영구 볼륨볼륨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을을 생성생성
합니다합니다.
     

      OpenShift CLI(oc)가가 설치되어설치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절차절차

1. 
      HiveConfig 리소스를리소스를 수정하여수정하여 Assisted Installer의의 feature Gate를를 활성화합니다활성화합니다.
     

2. 
      베어베어 메탈메탈 Operator가가 모든모든 네임스페이스를네임스페이스를 조사할조사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리소스를리소스를 수정합니수정합니

다다.
     

3. 
      AgentServiceConfig CR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a. 
        다음다음 YAML을을 agent_service_config.yaml 파일에파일에 저장합니다저장합니다.
       

 $ oc patch hiveconfig hive --type merge -p '{"spec":
{"targetNamespace":"hive","logLevel":"debug","featureGates":{"custom":{"enabled":
["AlphaAgentInstallStrategy"]},"featureSet":"Custom"}}}'

 $ oc patch provisioning provisioning-configuration --type merge -p '{"spec":
{"watchAllNamespaces": true }}'

apiVersion: agent-install.openshift.io/v1beta1
kind: AgentService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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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Storage 필드의필드의 볼륨볼륨 크기크기(예예: 10Gi )입니다입니다.
         

 

          filesystemStorage 필드의필드의 볼륨볼륨 크기크기(예예: 20Gi )
         

 

          OS 이미지이미지 세부세부 정보정보 목록입니다목록입니다. 예제는예제는 단일단일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OS 버전을버전을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설치할설치할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버전입니다버전입니다(예예: 4.8 ).
         

 

          특정특정 설치설치 버전버전(예예: 47.83.202103251640 -0)
         

 

          ISO url(예예: https://mirror.openshift.com/pub/openshift-
v4/dependencies/rhcos/4.7/4.7.7/rhcos-4.7.7-x86_64-live.x86_64.iso.
         

 

metadata:
 name: agent
spec:
  databaseStorage:
    accessModes:
    - ReadWriteOnce
    resources:
      requests:
        storage: <db_volume_size> 1
  filesystemStorage:
    accessModes:
    - ReadWriteOnce
    resources:
      requests:
        storage: <fs_volume_size> 2
  osImages: 3
    - openshiftVersion: "<ocp_version>" 4
      version: "<ocp_release_version>" 5
      url: "<iso_url>" 6
      rootFSUrl: "<root_fs_url>" 7
      cpuArchitecture: "x86_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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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FS 이미지이미지 URL (예예: https://mirror.openshift.com/pub/openshift-
v4/dependencies/rhcos/4.7/4.7.7/rhcos-live-rootfs.x86_64.img)
         

b.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AgentServiceConfig CR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19.12. ZTP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ZTP(zero touch provisioning)는는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오브젝트를오브젝트를 사용하여사용하여 Kubernetes API를를 
확장하거나확장하거나 자체자체 API를를 프로젝트프로젝트 또는또는 클러스터로클러스터로 도입합니다도입합니다. 이러한이러한 CR에는에는 RAN 애플리케이션용애플리케이션용 클클
러스터를러스터를 설치하고설치하고 구성하는구성하는 데데 필요한필요한 사이트별사이트별 데이터가데이터가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CRD(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정의정의) 파일은파일은 자체자체 오브젝트오브젝트 유형을유형을 정의합니다정의합니다. CRD를를 관리관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배배
포하면포하면 Kubernetes API 서버가서버가 전체전체 라이프사이클에라이프사이클에 대해대해 지정된지정된 CR 제공을제공을 시작합니다시작합니다.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site>.yaml 파일의파일의 각각 CR에에 대해대해 ZTP는는 데이터를데이터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이름이이름이 지정지정
된된 디렉터리에디렉터리에 설치설치 CR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ZTP는는 관리관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CR을을 정의하고정의하고 설치하는설치하는 두두 가지가지 방법을방법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즉즉, 여러여러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프프
로비저닝할로비저닝할 때때 수동으로수동으로 단일단일 클러스터와클러스터와 자동화된자동화된 접근접근 방식입니다방식입니다.
   

단일단일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수동수동 CR 생성생성

       단일단일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CR을을 생성할생성할 때때 이이 메서드를메서드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대규모대규모 배포배포 전에전에 CR을을 테스트하테스트하

는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여러여러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자동화된자동화된 CR 생성생성

       여러여러 관리관리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설치할설치할 때때 자동화된자동화된 SiteConfig 메서드메서드(예예: 최대최대 100개의개의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배치배치)

$ oc create -f agent_service_config.yaml

agentserviceconfig.agent-install.openshift.io/agent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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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siteConfig는는 ArgoCD를를 사이트사이트 배포의배포의 GitOps 메서드의메서드의 엔진으로엔진으로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배포배포
에에 필요한필요한 모든모든 매개매개 변수가변수가 포함된포함된 사이트사이트 계획을계획을 완료한완료한 후후 정책정책 생성기는생성기는 매니페스트를매니페스트를 생성하여생성하여 허허
브브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두두 방법방법 모두모두 다음다음 테이블에테이블에 표시된표시된 CR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사이트에서사이트에서 자동화된자동화된 검색검색 이미지이미지 ISO 
파일은파일은 사이트사이트 이름과이름과 클러스터클러스터 이름을이름을 가진가진 파일이파일이 있는있는 디렉터리를디렉터리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모든모든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자체자체 
네임스페이스가네임스페이스가 있으며있으며 모든모든 CR이이 해당해당 네임스페이스에네임스페이스에 있습니다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및및 CR 이름은이름은 클러스터클러스터 
이름과이름과 일치합니다일치합니다.
   

리소스리소스 설명설명 사용법사용법

BareMetalHost 대상 베어 메탈 호스트의
BMC(Baseboard Management
Controller)에 대한 연결 정보를 포
함합니다.

Redfish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대상
서버에서 검색 이미지 ISO를 로드
하고 부팅하기 위해 BMC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InfraEnv 대상 베어 메탈 호스트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ClusterDeployment와 함께 사용하
여 관리 클러스터에 대한 검색 ISO
를 생성합니다.

AgentClusterInstall 네트워킹 및 Supervisor (컨트롤 플
레인) 노드 수와 같은 관리 클러스
터의 구성을 지정합니다. 설치가 완
료되면 kubeconfig 및 인증 정보
를 표시합니다.

관리되는 클러스터 구성 정보를 지
정하고 클러스터를 설치하는 동안
상태를 제공합니다.

ClusterDeployment 사용할 AgentClusterInstall 을
참조합니다.

InfraEnv 와 함께 사용하여 관리
클러스터에 대한 검색 ISO를 생성
합니다.

NMStateConfig MAC 과 같은 네트워크 구성 정보
를 IP 매핑, DNS 서버, 기본 경로 및
기타 네트워크 설정 제공. DHC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
니다.

관리 클러스터의 Kube API 서버의
고정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에이전트에이전트 대상 베어 메탈 호스트에 대한 하드
웨어 정보를 포함합니다.

대상 시스템의 검색 이미지 ISO가
부팅되면 허브에서 자동으로 생성
됩니다.

ManagedCluster 허브에서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경
우 클러스터를 가져와서 알고 있어
야 합니다. 이 Kubernetes 오브젝트
는 해당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허브는 이 리소스를 사용하여 관리
클러스터의 상태를 관리하고 표시
합니다.

KlusterletAddonConfig ManagedCluster 에 배포할 허브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포함
합니다.

허브에 ManagedCluster 에 배포
할 애드온 서비스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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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허브에 있는 ManagedCluster 리
소스의 논리 공간입니다. 사이트당
고유.

리소스를 Managed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전파합니다전파합니다.

secret BMC Secret 및및 Image Pull 
Secret  이라는 두 가지 사용자 지
정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BMC Secret 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대상 베어 메탈 호스트에
인증합니다.

Image Pull Secret 에
는 대상 베어 메탈 호스트
에 설치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이미
지에 대한 인증 정보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ClusterImageSet 리포지토리 및 이미지 이름과 같은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이
미지 정보를 포함합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이
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리소스에 전
달됩니다.

리소스리소스 설명설명 사용법사용법

19.13. 단일단일 관리관리 클러스터클러스터 설치를설치를 위한위한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생성생성

    이이 절차에서는절차에서는 단일단일 관리관리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수동으로수동으로 생성하고생성하고 배포하는배포하는 방법을방법을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여러여러 클러스터클러스터

를를 생성하는생성하는 경우경우 수백수백 개의개의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생성하는생성하는 경우경우 "여러여러 관리관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해대해 ZTP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리
소스소스 생성생성"에에 설명된설명된 SiteConfig 방법을방법을 사용하십시오사용하십시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Assisted Installer 서비스서비스 활성화활성화.
     

      네트워크네트워크 연결을연결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허브허브 내의내의 컨테이너는컨테이너는 대상대상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의호스트의 BMC(Baseboard Management 
Controller) 주소에주소에 도달할도달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관리관리 클러스터는클러스터는 허브의허브의 API 호스트호스트 이름과이름과 *.app 호스트호스트 이름을이름을 확인하고확인하고 도달할도달할 수수 있있
어야어야 합니다합니다. 허브허브 API 및및 *.app 호스트호스트 이름이름 예예:
       

console-openshift-console.apps.hub-cluster.internal.domain.com
api.hub-cluster.internal.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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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가허브가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API 및및 *.app 호스트호스트 이름을이름을 확인하고확인하고 도달할도달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다음은다음은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API 및및 *.app 호스트호스트 이름의이름의 예입니다예입니다.
       

        대상대상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에서호스트에서 IP에에 연결할연결할 수수 있는있는 DNS 서버입니다서버입니다.
       

      다음다음 하드웨어하드웨어 최소가최소가 있는있는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대상대상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CPU 4개개 또는또는 8 vCPU
       

        32GiB RAM
       

        루트루트 파일파일 시스템용시스템용 120GiB 디스크디스크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서환경에서 작업하는작업하는 경우경우 릴리스릴리스 이미지를이미지를 미러링해야미러링해야 합니다합니다. 릴리스릴리스 이미지를이미지를 
미러링하려면미러링하려면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spoke 클러스터클러스터 ISO를를 HTTP 서버에서버에 생성하는생성하는 데데 사용되는사용되는 ISO 및및 rootfs 를를 미러링하고미러링하고 해해
당당 서버에서서버에서 이미지를이미지를 가져오도록가져오도록 설정을설정을 구성했습니다구성했습니다.
     

      이미지는이미지는 ClusterImageSet 버전과버전과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4.9.0 버전을버전을 배포하려면배포하려면 4.9.0에서에서 
rootfs 및및 ISO를를 설정해야설정해야 합니다합니다.
     

절차절차

1. 
      배포해야배포해야 하는하는 각각 특정특정 클러스터클러스터 버전에버전에 대한대한 ClusterImageSet 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ClusterImageSet 의의 형식은형식은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console-openshift-console.apps.sno-managed-cluster-1.internal.domain.com
api.sno-managed-cluster-1.internal.domain.com

oc adm release mirror -a <pull_secret.json>
--from=quay.io/openshift-release-dev/ocp-release:{{ mirror_version_spoke_release }}
--to={{ provisioner_cluster_registry }}/ocp4 --to-release-image={{
provisioner_cluster_registry }}/ocp4:{{ mirror_version_spoke_release }}

apiVersion: hive.openshift.io/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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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2

1

2

 

        배포하려는배포하려는 설명이설명이 포함된포함된 버전입니다버전입니다.
       

 

        배포할배포할 특정특정 릴리스릴리스 이미지를이미지를 가리킵니다가리킵니다.
       

2. 
      관리되는관리되는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정의를정의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프로비저닝할프로비저닝할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이름입니다이름입니다.
       

3. 
      BMC Secret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대상대상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의호스트의 암호입니다암호입니다. base-64로로 인코딩되어야인코딩되어야 합니다합니다.
       

 

kind: ClusterImageSet
metadata:
  name: openshift-4.9.0-rc.0 1
spec:
   releaseImage: quay.io/openshift-release-dev/ocp-release:4.9.0-x86_64 2

apiVersion: v1
kind: Namespace
metadata:
     name: <cluster_name> 1
     labels:
        name: <cluster_name> 2

apiVersion: v1
data:
  password: <bmc_password> 1
  username: <bmc_username> 2
kind: Secret
metadata:
  name: <cluster_name>-bmc-secret
  namespace: <cluster_name>
type: Opa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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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대상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에호스트에 대한대한 사용자사용자 이름입니다이름입니다. base-64로로 인코딩되어야인코딩되어야 합니다합니다.
       

4. 
      Image Pull Secret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풀풀 시크릿입니다시크릿입니다. base-64로로 인코딩되어야인코딩되어야 합니다합니다.
       

5. 
      AgentClusterInstall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apiVersion: v1
data:
  .dockerconfigjson: <pull_secret> 1
kind: Secret
metadata:
  name: assisted-deployment-pull-secret
  namespace: <cluster_name>
type: kubernetes.io/dockerconfigjson

apiVersion: extensions.hive.openshift.io/v1beta1
kind: AgentClusterInstall
metadata:
  # Only include the annotation if using OVN, otherwise omit the annotation
  annotations:
    agent-install.openshift.io/install-config-overrides: '{"networking":
{"networkType":"OVNKubernetes"}}'
  name: <cluster_name>
  namespace: <cluster_name>
spec:
  clusterDeploymentRef:
    name: <cluster_name>
  imageSetRef:
    name: <cluster_image_set> 1
  networking:
    clusterNetwork:
    - cidr: <cluster_network_cidr> 2
      hostPrefix: 23
    machineNetwork:
    - cidr: <machine_network_cidr> 3
    serviceNetwork:
    - <service_network_cidr> 4
  provisionRequirements:
    controlPlaneAgents: 1
    workerAgents: 0
  sshPublicKey: <public_ke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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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에호스트에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을을 설치하는설치하는 데데 사용되는사용되는 
ClusterImageSet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의리소스의 이름입니다이름입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노드노드 간간 통신에통신에 사용되는사용되는 CIDR 표기법의표기법의 IPv4 또는또는 IPv6 주소주소 블록입니다블록입니다.
       

 

        대상대상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호스트 외부외부 통신에통신에 사용되는사용되는 CIDR 표기법의표기법의 IPv4 또는또는 IPv6 주소주소 블록블록
입니다입니다. DU 단일단일 노드노드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할프로비저닝할 때때 API 및및 Ingress VIP 주소를주소를 결정하는결정하는 데데
에도에도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서비스서비스 내부내부 통신에통신에 사용되는사용되는 CIDR 표기법의표기법의 IPv4 또는또는 IPv6 주소주소 블록입니블록입니

다다.
       

 

        일반일반 텍스트로텍스트로 입력합니다입력합니다. 설치를설치를 마친마친 후후 공개공개 키를키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노드에노드에 SSH를를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참고참고

       이이 시점에서시점에서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고정고정 IP를를 구성하려면구성하려면 이이 문서의문서의 절차를절차를 참조하참조하

십시오십시오. 관리관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고정고정 IP 주소를주소를 구성하려면구성하려면 이이 문서의문서의 절차를절차를 참조참조
하십시오하십시오.
      

6. 
      ClusterDeployment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apiVersion: hive.openshift.io/v1
kind: ClusterDeployment
metadata:
  name: <cluster_name>
  namespace: <cluster_name>
spec:
  baseDomain: <base_domain> 1
  clusterInstallRef:
    group: extensions.hive.openshift.io
    kind: AgentClusterInstall
    name: <cluster_name>
    version: v1bet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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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형관리형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기본기본 도메인도메인.
       

7. 
      KlusterletAddonConfig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KlusterletAddonConfig 또는또는 false 를를 활성화하려면활성화하려면 KlusterletAddonConfig를를 비활비활
성화하려면성화하려면 true 로로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searchoctetsor를를 사용하지사용하지 않도록않도록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8. 
      ManagedCluster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clusterName: <cluster_name>
  platform:
    agentBareMetal:
      agentSelector:
        matchLabels:
          cluster-name: <cluster_name>
  pullSecretRef:
    name: assisted-deployment-pull-secret

apiVersion: agent.open-cluster-management.io/v1
kind: KlusterletAddonConfig
metadata:
  name: <cluster_name>
  namespace: <cluster_name>
spec:
  clusterName: <cluster_name>
  clusterNamespace: <cluster_name>
  clusterLabels:
    cloud: auto-detect
    vendor: auto-detect
  applicationManager:
    enabled: true
  certPolicyController:
    enabled: false
  iamPolicyController:
    enabled: false
  policyController:
    enabled: true
  searchCollector:
    enabled: false 1

apiVersion: cluster.open-cluster-management.io/v1
kind: ManagedCluster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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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nfraEnv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일반일반 텍스트로텍스트로 입력합니다입력합니다. 공개공개 키를키를 사용하여사용하여 ISO에서에서 부팅할부팅할 때때 대상대상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호
스트에스트에 SSH를를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일치하는일치하는 레이블을레이블을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이이 레이블은레이블은 에이전트가에이전트가 부팅될부팅될 때때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10. 
      BareMetalHost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name: <cluster_name>
spec:
  hubAcceptsClient: true

apiVersion: agent-install.openshift.io/v1beta1
kind: InfraEnv
metadata:
  name: <cluster_name>
  namespace: <cluster_name>
spec:
  clusterRef:
    name: <cluster_name>
    namespace: <cluster_name>
  sshAuthorizedKey: <public_key> 1
  agentLabels: 2
    location: "<label-name>"
  pullSecretRef:
    name: assisted-deployment-pull-secret

apiVersion: metal3.io/v1alpha1
kind: BareMetalHost
metadata:
  name: <cluster_name>
  namespace: <cluster_name>
  annotations:
    inspect.metal3.io: disabled
  labels:
    infraenvs.agent-install.openshift.io: "<cluster_name>"
spec:
  bootMode: "UEFI"
  bmc:
    address: <bmc_address> 1
    disableCertificateVerification: true
    credentialsName: <cluster_name>-bmc-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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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대상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에호스트에 설치설치 ISO의의 베이스베이스 보드보드 관리관리 콘솔콘솔 주소입니다주소입니다.
       

 

        대상대상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의호스트의 MAC 주소입니다주소입니다.
       

      선택적으로선택적으로 bmac.agent-install.openshift.io/hostname: <host-name> 을을 주석으로주석으로 추가하추가하

여여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호스트호스트 이름을이름을 설정할설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주석을주석을 추가하지추가하지 않으면않으면 호스트호스트 이름은이름은 
DHCP 서버서버 또는또는 로컬로컬 호스트의호스트의 호스트호스트 이름으로이름으로 기본기본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11.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한생성한 후후 생성된생성된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소스의리소스의 전체전체 디렉터리를디렉터리를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소스를리소스를 저장하기저장하기 위해위해 생성한생성한 Git 리포지토리로리포지토리로 내보냅니다내보냅니다.
     

다음다음 단계단계

     추가추가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하려면프로비저닝하려면 각각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해대해 이이 절차를절차를 반복합니다반복합니다.
    

19.13.1.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고정고정 IP 주소주소 구성구성

     선택적으로선택적으로 에이전트에이전트ClusterInstall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한생성한 후후 관리관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고정고정 IP 주주
소를소를 구성할구성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참고참고

      ClusterDeployment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하기생성하기 전에전에 이이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생
성해야성해야 합니다합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AgentClusterInstall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배포하고배포하고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절차절차

1. 

  bootMACAddress: <mac_address> 2
  automatedCleaningMode: disabled
  onlin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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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MStateConfig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대상대상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의호스트의 고정고정 IP 주소입니다주소입니다.
        

 

         대상대상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의호스트의 고정고정 IP 주소주소 서브넷서브넷 접두사입니다접두사입니다.
        

 

         대상대상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의호스트의 DNS 서버서버.
        

 

apiVersion: agent-install.openshift.io/v1beta1
kind: NMStateConfig
metadata:
 name: <cluster_name>
 namespace: <cluster_name>
 labels:
   sno-cluster-<cluster-name>: <cluster_name>
spec:
 config:
   interfaces:
     - name: eth0
       type: ethernet
       state: up
       ipv4:
         enabled: true
         address:
           - ip: <ip_address> 1
             prefix-length: <public_network_prefix> 2
         dhcp: false
   dns-resolver:
     config:
       server:
         - <dns_resolver> 3
   routes:
     config:
       - destination: 0.0.0.0/0
         next-hop-address: <gateway> 4
         next-hop-interface: eth0
         table-id: 254
 interfaces:
   - name: "eth0" 5
     macAddress: <mac_addres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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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s 섹션에섹션에 지정된지정된 이름과이름과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인터페이스의인터페이스의 mac 주소입니다주소입니다.
        

2. 
       BareMetalHost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할생성할 때때 mac 주소주소 중중 하나가하나가 NMStateConfig 대상대상 
베어베어 메탈메탈 호스트의호스트의 mac 주소와주소와 일치하는지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3. 
       InfraEnv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할생성할 때때 InfraEnv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의리소스의 NMStateConfig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에서리소스에서 라벨을라벨을 참조합니다참조합니다.
      

 

         일치하는일치하는 레이블을레이블을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이이 레이블은레이블은 에이전트가에이전트가 부팅될부팅될 때때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19.13.2. 클러스터클러스터 프로비저닝을프로비저닝을 위한위한 자동화된자동화된 검색검색 이미지이미지 ISO 프로세스프로세스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한생성한 후후 다음다음 작업이작업이 자동으로자동으로 수행됩니다수행됩니다.
    

1. 
       검색검색 이미지이미지 ISO 파일이파일이 타겟타겟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생성생성 및및 부팅됩니다부팅됩니다.
      

apiVersion: agent-install.openshift.io/v1beta1
kind: InfraEnv
metadata:
  name: <cluster_name>
  namespace: <cluster_name>
spec:
  clusterRef:
    name: <cluster_name>
    namespace: <cluster_name>
  sshAuthorizedKey: <public_key>
  agentLabels: 1
    location: "<label-name>"
  pullSecretRef:
    name: assisted-deployment-pull-secret
  nmStateConfigLabelSelector:
    matchLabels:
      sno-cluster-<cluster-name>: <cluster_name> # Match this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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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O 파일이파일이 대상대상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부팅되면부팅되면 대상대상 시스템의시스템의 하드웨어하드웨어 정보를정보를 보고합니보고합니

다다.
      

3. 
       모든모든 호스트가호스트가 발견되면발견되면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이이 설치됩니다설치됩니다.
      

4.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설치를설치를 완료하면완료하면 허브에서허브에서 대상대상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klusterlet 서비서비
스를스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5. 
       요청된요청된 애드온애드온 서비스는서비스는 대상대상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설치됩니다설치됩니다.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허브에허브에 에이전트에이전트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소스가리소스가 생성되면생성되면 검색검색 이미지이미지 ISO 프로세스가프로세스가 완료완료
됩니다됩니다.
    

19.13.3. 관리관리 클러스터클러스터 상태상태 확인확인

     클러스터클러스터 상태를상태를 확인하여확인하여 클러스터클러스터 프로비저닝에프로비저닝에 성공했는지성공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모든모든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소스가리소스가 구성구성 및및 프로비저닝되었으며프로비저닝되었으며, 에이전트에이전트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소스는리소스는 관관
리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허브에허브에 생성됩니다생성됩니다.
      

절차절차

1.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상태를상태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True 는는 관리관리 클러스터가클러스터가 준비되었음을준비되었음을 나타냅니다나타냅니다.
      

2. 
       에이전트에이전트 상태를상태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3. 

$ oc get managedcluster

$ oc get agent -n <clust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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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be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에이전트에이전트 상태에상태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설명을설명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BackendError,InputError ,ValidationsFailing,InstallationFailed 및및 AgentIsConnected가가 포포
함된함된 상태를상태를 인식합니다인식합니다. 이러한이러한 상태는상태는 Agent 및및 Agent ClusterInstall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와리소스와 관관
련이련이 있습니다있습니다.
      

4. 
       클러스터클러스터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상태를상태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5. 
       클러스터클러스터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상태에상태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설명을설명을 제공하려면제공하려면 describe 명령을명령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6.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애드온애드온 서비스의서비스의 상태를상태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7.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kubeconfig 파일의파일의 인증인증 정보를정보를 검색합니다검색합니다.
      

19.13.4.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환경에 대한대한 관리형관리형 클러스터클러스터 구성구성

     이전이전 절차를절차를 완료한완료한 후후 다음다음 단계를단계를 수행하여수행하여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환경에 대해대해 관리되는관리되는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구성합니구성합니

다다.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RHACM(Red Hat Advanced Cluster Management) 2.3의의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설치설치.
      

       HTTPD 서버에서서버에서 rootfs 및및 iso 이미지를이미지를 호스팅합니다호스팅합니다.
      

절차절차

1. 

$ oc describe agent -n <cluster_name>

$ oc get agentclusterinstall -n <cluster_name>

$ oc describe agentclusterinstall -n <cluster_name>

$ oc get managedclusteraddon -n <cluster_name>

$ oc get secret -n <cluster_name> <cluster_name>-admin-kubeconfig -o jsonpath=
{.data.kubeconfig} | base64 -d > <directory>/<cluster_name>-kube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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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미러미러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 구성이구성이 포함된포함된 ConfigMap 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미러미러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생성할생성할 때때 사용되는사용되는 미러미러 레지스트리의레지스트리의 인증서입니다인증서입니다.
        

 

         미러미러 레지스트리의레지스트리의 구성입니다구성입니다.
        

 

         미러미러 레지스트리의레지스트리의 URL입니다입니다.
        

       그러면그러면 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 AgentServiceConfig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에서리소스에서 mirrorRegistryRef 가가 업업
데이트되었습니다데이트되었습니다.
      

출력출력 예예

        

apiVersion: v1
kind: ConfigMap
metadata:
  name: assisted-installer-mirror-config
  namespace: assisted-installer
  labels:
    app: assisted-service
data:
  ca-bundle.crt: <certificate> 1
  registries.conf: |  2
    unqualified-search-registries = ["registry.access.redhat.com", "docker.io"]

    [[registry]]
      location = <mirror_registry_url>  3
      insecure = false
      mirror-by-digest-only = true

apiVersion: agent-install.openshift.io/v1beta1
kind: AgentServiceConfig
metadata:
  name: agent
  namespace: assisted-installer
spec:
  databaseStorage:
    volumeName: <db_pv_name>
    access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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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HTTPD 서버의서버의 URL과과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2.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설치의설치의 경우경우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네트워크를네트워크를 통해통해 연결할연결할 수수 있는있는 NTP 시계를시계를 배포해야배포해야 
합니다합니다. 서버서버 역할을역할을 하도록하도록 chrony를를 구성하고구성하고, /etc/chrony.conf 파일을파일을 편집하고편집하고,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허용된허용된 IPv6 범위를범위를 추가하여추가하여 이이 작업을작업을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19.13.5.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환경에 대한대한 IPv6 주소주소 구성구성

     선택적으로선택적으로 AgentClusterInstall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할생성할 때때 관리관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IPv6 주소를주소를 
구성할구성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절차절차

1. 
       AgentClusterInstall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에서리소스에서 IPv6 주소의주소의 in clusterNetwork 및및 
serviceNetwork 를를 수정합니다수정합니다.
      

    - ReadWriteOnce
    resources:
      requests:
        storage: <db_storage_size>
  filesystemStorage:
    volumeName: <fs_pv_name>
    accessModes:
    - ReadWriteOnce
    resources:
      requests:
        storage: <fs_storage_size>
  mirrorRegistryRef:
    name: 'assisted-installer-mirror-config'
  osImages:
    - openshiftVersion: <ocp_version>
      rootfs: <rootfs_url> 1
      url: <iso_url> 2

# Allow NTP client access from local network.
#allow 192.168.0.0/16
local stratum 10
bindcmdaddress ::
allow 2620:52:0:1310::/64

apiVersion: extensions.hive.openshift.io/v1bet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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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MStateConfig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소스를리소스를 사용자가사용자가 정의한정의한 IPv6 주소로주소로 업데이트합니다업데이트합니다.
      

19.13.6. 관리관리 클러스터클러스터 문제문제 해결해결

     관리관리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는있는 설치설치 문제를문제를 진단하려면진단하려면 다음다음 절차를절차를 사용하십시오사용하십시오.
    

절차절차

1.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상태를상태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kind: AgentClusterInstall
metadata:
  # Only include the annotation if using OVN, otherwise omit the annotation
  annotations:
    agent-install.openshift.io/install-config-overrides: '{"networking":
{"networkType":"OVNKubernetes"}}'
  name: <cluster_name>
  namespace: <cluster_name>
spec:
  clusterDeploymentRef:
    name: <cluster_name>
  imageSetRef:
    name: <cluster_image_set>
  networking:
    clusterNetwork:
    - cidr: "fd01::/48"
      hostPrefix: 64
    machineNetwork:
    - cidr: <machine_network_cidr>
    serviceNetwork:
    - "fd02::/112"
  provisionRequirements:
    controlPlaneAgents: 1
    workerAgents: 0
  sshPublicKey: <public_key>

$ oc get managedcluster

NAME            HUB ACCEPTED   MANAGED CLUSTER URLS   JOINED   AVAILABLE   
AGE
SNO-cluster     true                                   True     True      2d19h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 확장확장 및및 성능성능

266



       

       AVAILABLE 열의열의 상태가상태가 True 이면이면 관리관리 클러스터가클러스터가 허브에서허브에서 관리되고관리되고 있습니다있습니다.
      

       AVAILABLE 열의열의 상태가상태가 Unknown 이면이면 관리관리 클러스터가클러스터가 허브에서허브에서 관리되지관리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다다
음음 단계를단계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자세한자세한 정보를정보를 확인하십시오확인하십시오.
      

2. 
       AgentClusterInstall 설치설치 상태를상태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INSTALLED 열의열의 상태가상태가 false 이면이면 설치가설치가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3. 
       설치에설치에 실패하면실패하면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입력하여입력하여 AgentClusterInstall 리소스의리소스의 상태를상태를 검토합니다검토합니다.
      

4. 
       오류를오류를 해결하고해결하고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재설정합니다재설정합니다.
      

a.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관리관리 클러스터클러스터 리소스를리소스를 제거합니다제거합니다.
        

b. 

$ oc get clusterdeployment -n <cluster_name>

NAME        PLATFORM            REGION   CLUSTERTYPE   INSTALLED    INFRAID    
VERSION  POWERSTATE AGE
Sno0026    agent-baremetal                               false                          Initialized
2d14h

$ oc describe agentclusterinstall -n <cluster_name> <cluster_name>

$ oc delete managedcluster <clust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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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네임스페이스를네임스페이스를 제거합니다제거합니다.
        

         그러면그러면 이이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해대해 생성된생성된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범위의범위의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가리소스가 모두모두 삭삭
제됩니다제됩니다. 계속하기계속하기 전에전에 ManagedCluster CR 삭제가삭제가 완료될완료될 때까지때까지 기다려야기다려야 합니다합니다.
        

c. 
         관리관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다시다시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19.14. 클러스터클러스터 활동활동 모니터링을모니터링을 위한위한 RAN 정책정책 적용적용

    제로제로 터치터치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ZTP)은은 RHACM(Red Hat Advanced Cluster Management)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정책정책  
기반기반 거버넌스거버넌스 접근접근 방식을방식을 통해통해 RAN(Radio Access Network) 정책을정책을 적용하여적용하여 클러스터클러스터 활동을활동을 자동자동
으로으로 모니터링합니다모니터링합니다.
   

    PolicyGen(정책정책 생성기생성기)은은 사전사전 정의된정의된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에서리소스에서 ACM 정책을정책을 쉽게쉽게 생성할생성할 수수 있는있는 
Kustomize 플러그인입니다플러그인입니다. 세세 가지가지 주요주요 항목인항목인 Policy categorization, Source CR 정책정책 및및 
PolicyGenTemplate이이 있습니다있습니다. PolicyGen은은 이러한이러한 정책을정책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정책정책 및및 해당해당 배치배치 바인딩바인딩 및및 규규
칙을칙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다음다음 다이어그램에서는다이어그램에서는 RAN 정책정책 생성자가생성자가 GitOps 및및 ACM과과 상호상호 작용하는작용하는 방법을방법을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 oc delete namespace <cluster_name>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 확장확장 및및 성능성능

268



    RAN 정책은정책은 다음다음 세세 개의개의 기본기본 그룹으로그룹으로 분류됩니다분류됩니다.
   

Common

       일반일반 범주에범주에 존재하는존재하는 정책은정책은 사이트사이트 계획으로계획으로 표현할표현할 모든모든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그룹그룹

       그룹그룹 범주에범주에 있는있는 정책은정책은 클러스터클러스터 그룹에그룹에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모든모든 클러스터클러스터 그룹은그룹은 그룹그룹 범주에범주에 있는있는 자자
체체 정책을정책을 보유할보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Groups/group1 에는에는 group1 에에 속하는속하는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적용되적용되

는는 자체자체 정책이정책이 있을있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사이트사이트

       Sites 범주에범주에 있는있는 정책은정책은 특정특정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모든모든 클러스터에는클러스터에는 Sites 범주에범주에 있는있는 자자
체체 정책이정책이 있을있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Sites/cluster1 에는에는 cluster 1 에에 적용되는적용되는 자체자체 정책이정책이 적용됩적용됩

니다니다.
      

    다음다음 다이어그램에서는다이어그램에서는 정책이정책이 생성되는생성되는 방법을방법을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19.14.1. 소스소스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정책정책 적용적용

     소스소스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정책에는정책에는 다음이다음이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SR-IOV 정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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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P 정책정책
      

       Performance Add-on Operator 정책정책
      

       MachineConfigPool 정책정책
      

       SCTP 정책정책
      

     메타데이터메타데이터 또는또는 spec/data에에 대한대한 오버레이를오버레이를 고려하여고려하여 ACM 정책을정책을 생성하는생성하는 소스소스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리
소스를소스를 정의해야정의해야 합니다합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common-namespace-policy 에는에는 모든모든 관리관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있는있는 네임네임
스페이스스페이스 정의가정의가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는는 Common 카테고리카테고리 아래에아래에 배치되며배치되며 모든모든 클러클러
스터에서스터에서 해당해당 사양사양 또는또는 데이터를데이터를 변경하지변경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정책정책 예예

      다음다음 예에서는예에서는 이이 네임스페이스의네임스페이스의 소스소스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출력출력 예예

      이이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를를 적용하는적용하는 정책에는정책에는 다음다음 예와예와 같이같이 위의위의 변경변경 없이없이 정의한정의한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가가 포함포함
됩니다됩니다.
     

apiVersion: v1
kind: Namespace
metadata:
 name: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labels:
   openshift.io/run-level: "1"

apiVersion: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v1
kind: Policy
metadata:
   name: common-sriov-sub-ns-policy
   namespace: common-sub
   annotations: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categories: CM Configuration Management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controls: CM-2 Baseline Configuration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standards: NIST SP 800-53
spec:
   remediationAction: enforce
   disabled: false
   policy-tem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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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OV 정책정책 예예

      다음다음 예는예는 각각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해대해 다른다른 사양을사양을 가진가진 다른다른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존재하는존재하는 
SriovNetworkNodePolicy 정의를정의를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이이 예제에서는예제에서는 SriovNetworkNodePolicy 의의 소스소스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도리소스도 표시합니다표시합니다.
     

출력출력 예예

      SriovNetworkNodePolicy 이름과이름과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는는 모든모든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해대해 동일하므로동일하므로 둘둘 다다 소스소스 
SriovNetworkNodePolicy 에에 정의됩니다정의됩니다. 그러나그러나 생성된생성된 정책에는정책에는 각각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정책을정책을 조정하기조정하기 
위해위해 입력입력 매개매개 변수로변수로 $deviceType, $numVfs 가가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생성된생성된 정책은정책은 다음다음 예에예에 표시되어표시되어 있습니있습니

다다.
     

       - objectDefinition:
           apiVersion: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v1
           kind: ConfigurationPolicy
           metadata:
               name: common-sriov-sub-ns-policy-config
           spec:
               remediationAction: enforce
               severity: low
               namespaceselector:
                   exclude:
                       - kube-*
                   include:
                       - '*'
               object-templates:
                   - complianceType: musthave
                     objectDefinition:
                       apiVersion: v1
                       kind: Namespace
                       metadata:
                           labels:
                               openshift.io/run-level: "1"
                           name: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apiVersion: sriovnetwork.openshift.io/v1
kind: SriovNetworkNodePolicy
metadata:
  name: sriov-nnp
  namespace: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spec:
  # The $ tells the policy generator to overlay/remove the spec.item in the generated policy.
  deviceType: $deviceType
  isRdma: false
  nicSelector:
    pfNames: [$pfNames]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worker: ""
  numVfs: $numVfs
  priority: $priority
  resourceName: $resourceName

19장장.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서환경에서 대규모로대규모로 분산분산 장치장치 배포배포

271



참고참고

      필수필수 입력입력 매개매개 변수를변수를 $value (예예: $deviceType )로로 정의는정의는 필수가필수가 아닙니다아닙니다. $ 는는 정정
책책 생성기를생성기를 오버레이에오버레이에 지시하거나지시하거나 생성된생성된 정책에서정책에서 항목을항목을 제거합니다제거합니다. 그렇지그렇지 않으면않으면 
값이값이 변경되지변경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19.14.2. PolicyGenTemplate

apiVersion: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v1
kind: Policy
metadata:
    name: site-du-sno-1-sriov-nnp-mh-policy
    namespace: sites-sub
    annotations: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categories: CM Configuration Management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controls: CM-2 Baseline Configuration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standards: NIST SP 800-53
spec:
    remediationAction: enforce
    disabled: false
    policy-templates:
        - objectDefinition:
            apiVersion: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v1
            kind: ConfigurationPolicy
            metadata:
                name: site-du-sno-1-sriov-nnp-mh-policy-config
            spec:
                remediationAction: enforce
                severity: low
                namespaceselector:
                    exclude:
                        - kube-*
                    include:
                        - '*'
                object-templates:
                    - complianceType: musthave
                      objectDefinition:
                        apiVersion: sriovnetwork.openshift.io/v1
                        kind: SriovNetworkNodePolicy
                        metadata:
                            name: sriov-nnp-du-mh
                            namespace: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spec:
                            deviceType: vfio-pci
                            isRdma: false
                            nicSelector:
                                pfNames:
                                    - ens7f0
                            nodeSelector:
                                node-role.kubernetes.io/worker: ""
                            numVfs: 8
                            resourceName: du_mh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4.9 확장확장 및및 성능성능

272



     PolicyGenTemplate.yaml 파일은파일은 PolicyGen에에 생성된생성된 정책과정책과 오버레이해야오버레이해야 하는하는 항목을항목을 분류할분류할 위위
치를치를 알려주는알려주는 CRD(Custom Resource Definition)입니다입니다.
    

     다음다음 예제에서는예제에서는 PolicyGenTemplate.yaml 파일을파일을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group-du-ranGen.yaml 파일은파일은 group -du라는라는 그룹에그룹에 정책정책 그룹을그룹을 정의합니다정의합니다. 이이 파일은파일은 
sourceFiles 에에 정의된정의된 기타기타 정책의정책의 노드노드 선택기로선택기로 사용되는사용되는 MachineConfigPool worker-du 를를 정의합정의합

니다니다. ACM 정책은정책은 source Files 에에 존재하는존재하는 모든모든 소스소스 파일에파일에 대해대해 생성됩니다생성됩니다. 또한또한 그룹그룹-두두  정책에정책에 대대
한한 클러스터클러스터 선택선택 규칙을규칙을 적용하기적용하기 위해위해 단일단일 배치배치 바인딩바인딩 및및 배치배치 규칙이규칙이 생성됩니다생성됩니다.
    

     소스소스 파일파일 PtpConfigSlave.yaml 을을 예로예로 사용하여사용하여 PtpConfigSlave에는에는 PtpConfig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에에 대한대한 정의가정의가 있습니다있습니다. PtpConfigSlave 예제에예제에 대해대해 생성된생성된 정책의정책의 이름은이름은 group-du-ptp-
config-policy 입니다입니다. 생성된생성된 group-du-ptp-config-policy 에에 정의된정의된 PtpConfig CR은은 du-ptp-slave 로로 
지정됩니다지정됩니다. PtpConfigSlave.yaml 에에 정의된정의된 사양은사양은 소스소스 파일에파일에 정의된정의된 다른다른 사양사양 항목과항목과 함께함께 du-ptp-
slave 아래에아래에 배치됩니다배치됩니다.
    

     다음다음 예제에서는예제에서는 group-du-ptp-config-policy 를를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apiVersion: ran.openshift.io/v1
kind: PolicyGenTemplate
metadata:
  name: "group-du-sno"
  namespace: "group-du-sno"
spec:
  bindingRules:
    group-du-sno: ""
  mcp: "master"
  sourceFiles:
    - fileName: ConsoleOperatorDisable.yaml
      policyName: "console-policy"
    - fileName: ClusterLogging.yaml
      policyName: "cluster-log-policy"
      spec:
        curation:
          curator:
            schedule: "30 3 * * *"
          collection:
            logs:
              type: "fluentd"
              fluentd: {}

apiVersion: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v1
kind: Policy
metadata:
  name: group-du-ptp-config-policy
  namespace: groups-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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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3.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정책정책 생성생성 시시 고려고려 사항사항

       ACM 정책을정책을 생성하는생성하는 데데 사용되는사용되는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소스는리소스는 메타데이터메타데이터 및및 spec/data의의 오버오버

  annotations: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categories: CM Configuration Management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controls: CM-2 Baseline Configuration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standards: NIST SP 800-53
spec:
    remediationAction: enforce
    disabled: false
    policy-templates:
        - objectDefinition:
            apiVersion: policy.open-cluster-management.io/v1
            kind: ConfigurationPolicy
            metadata:
                name: group-du-ptp-config-policy-config
            spec:
                remediationAction: enforce
                severity: low
                namespaceselector:
                    exclude:
                        - kube-*
                    include:
                        - '*'
                object-templates:
                    - complianceType: musthave
                      objectDefinition:
                        apiVersion: ptp.openshift.io/v1
                        kind: PtpConfig
                        metadata:
                            name: slave
                            namespace: openshift-ptp
                        spec:
                            recommend:
                                - match:
                                - nodeLabel: node-role.kubernetes.io/worker-du
                                  priority: 4
                                  profile: slave
                            profile:
                                - interface: ens5f0
                                  name: slave
                                  phc2sysOpts: -a -r -n 24
                                  ptp4lConf: |
                                    [global]
                                    #
                                    # Default Data Set
                                    #
                                    twoStepFlag 1
                                    slaveOnly 0
                                    priority1 128
                                    priority2 128
                                    domainNumber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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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를레이를 고려하여고려하여 정의해야정의해야 합니다합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소스리소스 metadata.name 이이 클러스터클러스터 
간에간에 변경되지변경되지 않으면않으면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파일에서파일에서 metadata.name 값을값을 설정해야설정해야 합니다합니다. 사용사용
자자 지정지정 리소스에리소스에 동일한동일한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여러여러 개의개의 인스턴스가인스턴스가 있는있는 경우경우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소스리소스 
metadata.name 을을 정책정책 템플릿템플릿 파일에파일에 정의해야정의해야 합니다합니다.
      

       특정특정 머신머신 구성구성 풀에풀에 대한대한 노드노드 선택기를선택기를 적용하려면적용하려면 정책정책 템플릿에서템플릿에서 정의된정의된 mcp 값을값을 사용사용
하여하여 $mcp 값을값을 오버레이하도록오버레이하도록 노드노드 선택기선택기 값을값을 $mcp 로로 설정해야설정해야 합니다합니다.
      

       서브스크립션서브스크립션 소스소스 파일은파일은 변경되지변경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19.14.4. RAN 정책정책 생성생성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Kustomize 설치설치
      

       Kustomize Policy Generator 플러그인플러그인설치설치

      

절차절차

1. 
       policyGenerator .yaml 파일을파일을 참조하도록참조하도록 thekustomization.yaml 파일을파일을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다다
음음 예는예는 PolicyGenerator 정의를정의를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policyGenTempPath 는는 policyGenTemp 파일의파일의 경로입니다경로입니다.
        

         source path : 소스소스 정책의정책의 경로입니다경로입니다.
        

apiVersion: policyGenerator/v1
kind: PolicyGenerator
metadata:
  name: acm-policy
  namespace: acm-policy-generator
# The arguments should be given and defined as below with same order --
policyGenTempPath= --sourcePath= --outPath= --stdout --customResources
argsOneLiner: ./ranPolicyGenTempExamples ./sourcePolicies ./out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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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ath: 생성된생성된 ACM 정책을정책을 저장하는저장하는 경로입니다경로입니다.
        

         stdout: true인인 경우경우 생성된생성된 정책을정책을 콘솔에콘솔에 인쇄합니다인쇄합니다.
        

         customResources: true 가가 ACM 정책이정책이 없는없는 sourcePolicies 파일에서파일에서 CR을을 생성하생성하

는는 경우경우
        

2.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PolicyGen을을 테스트합니다테스트합니다.
      

       다음다음 예와예와 같이같이 예상예상 정책이정책이 포함된포함된 아웃아웃 디렉터리가디렉터리가 생성됩니다생성됩니다.
      

$ cd cnf-features-deploy/ztp/ztp-policy-generator/

$ XDG_CONFIG_HOME=./ kustomize build --enable-alpha-plugins

out
├── common
│   ├── common-log-sub-ns-policy.yaml
│   ├── common-log-sub-oper-policy.yaml
│   ├── common-log-sub-policy.yaml
│   ├── common-pao-sub-catalog-policy.yaml
│   ├── common-pao-sub-ns-policy.yaml
│   ├── common-pao-sub-oper-policy.yaml
│   ├── common-pao-sub-policy.yaml
│   ├── common-policies-placementbinding.yaml
│   ├── common-policies-placementrule.yaml
│   ├── common-ptp-sub-ns-policy.yaml
│   ├── common-ptp-sub-oper-policy.yaml
│   ├── common-ptp-sub-policy.yaml
│   ├── common-sriov-sub-ns-policy.yaml
│   ├── common-sriov-sub-oper-policy.yaml
│   └── common-sriov-sub-policy.yaml
├── groups
│   ├── group-du
│   │   ├── group-du-mc-chronyd-policy.yaml
│   │   ├── group-du-mc-mount-ns-policy.yaml
│   │   ├── group-du-mcp-du-policy.yaml
│   │   ├── group-du-mc-sctp-policy.yaml
│   │   ├── group-du-policies-placementbinding.yaml
│   │   ├── group-du-policies-placementrule.yaml
│   │   ├── group-du-ptp-config-policy.yaml
│   │   └── group-du-sriov-operconfig-policy.yaml
│   └── group-sno-du
│       ├── group-du-sno-policies-placementbinding.yaml
│       ├── group-du-sno-policies-placementrule.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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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공통 정책은정책은 모든모든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적용되므로적용되므로 플랫입니다플랫입니다. 그러나그러나 그룹그룹 및및 사이트에는사이트에는 다른다른 클러클러
스터에스터에 적용되므로적용되므로 각각 그룹그룹 및및 사이트의사이트의 하위하위 디렉터리가디렉터리가 있습니다있습니다.
      

19.15. 클러스터클러스터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

    제로제로 터치터치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ZTP)은은 계층화된계층화된 접근접근 방식을방식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합니다프로비저닝합니다. 기본기본 구구
성성 요소는요소는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기본기본 운영운영 체제인체제인 RHCOS(Red Hat Enterprise Linux CoreOS) 및및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으로으로 구성됩니다구성됩니다. 이러한이러한 구성구성 요소가요소가 설치되면설치되면 작업자작업자 노드는노드는 기존기존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참여참여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노드가노드가 기존기존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참여하면참여하면 5G RAN 프로필프로필 Operator가가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다음다음 다이어그램에서는다이어그램에서는 이이 아키텍처를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보여줍니다.
   

    다음다음 RAN Operator는는 모든모든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배포됩니다배포됩니다.
   

│       ├── group-sno-du-console-policy.yaml
│       ├── group-sno-du-log-forwarder-policy.yaml
│       └── group-sno-du-log-policy.yaml
└── sites
    └── site-du-sno-1
        ├── site-du-sno-1-policies-placementbinding.yaml
        ├── site-du-sno-1-policies-placementrule.yaml
        ├── site-du-sno-1-sriov-nn-fh-policy.yaml
        ├── site-du-sno-1-sriov-nnp-mh-policy.yaml
        ├── site-du-sno-1-sriov-nw-fh-policy.yaml
        ├── site-du-sno-1-sriov-nw-mh-policy.yaml
        └── site-du-sno-1-.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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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머신 구성구성
     

      PTP(Precision Time Protocol)
     

      Performance Addon Operator
     

      SR-IOV
     

      Local Storage Operator
     

      Logging Operator
     

19.15.1. Machine Config Operator

     Machine Config Operator를를 사용하면사용하면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파티셔닝, NTP, SCTP와와 같은같은 낮은낮은 수준의수준의 시스템시스템 설설
정과정과 시스템시스템 정의가정의가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 이이 Operator는는 OpenShift Container Platform과과 함께함께 설치됩니다설치됩니다.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및및 생성된생성된 제품은제품은 연관연관 MCP(머신머신 구성구성 풀풀)에에 따라따라 노드에노드에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MCP에는에는 성능성능 애애
드온을드온을 통해통해 생성된생성된 머신머신 구성구성 적용적용 진행진행 상태에상태에 대한대한 중요한중요한 정보가정보가 들어들어 있으며있으며, 이는이는 커널커널 인수인수, kube 
구성구성, 대규모대규모 페이지페이지 할당할당, 실시간실시간 커널커널(rt-kernel) 배포를배포를 포함합니다포함합니다. 성능성능 애드온애드온 컨트롤러는컨트롤러는 MCP의의 변변
경사항을경사항을 모니터링하여모니터링하여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상태를상태를 적절하게적절하게 업데이트합니다업데이트합니다.
    

19.15.2. Performance Addon Operator

     Performance Addon Operator는는 노드노드 세트에서세트에서 고급고급 노드노드 성능성능 튜닝을튜닝을 활성화하는활성화하는 기능을기능을 제공합니제공합니

다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은은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애플리케이션에애플리케이션에 대해대해 짧은짧은 대기대기 시시
간간 성능을성능을 달성하기달성하기 위해위해 자동자동 튜닝을튜닝을 구현하는구현하는 Performance Addon Operator를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관리자는관리자는 이이 성능성능 프로필프로필 구성을구성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보다보다 안정적인안정적인 방식으로방식으로 이러한이러한 변경을변경을 더욱더욱 쉽게쉽게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있
습니다습니다.
    

     관리자는관리자는 커널을커널을 rt-kernel 로로 업데이트하고업데이트하고, 관리관리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위해위해 CPU를를 예약하고예약하고,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실행실행
하는하는 데데 CPU를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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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3. SR-IOV Operator

     SR-IOV(Single Root I/O Virtualization) Network Operator는는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SR-IOV 네트워크네트워크 장치장치 및및 
네트워크네트워크 첨부첨부 파일을파일을 관리합니다관리합니다.
    

     SR-IOV Operator를를 사용하면사용하면 클러스터클러스터 내에서내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네트워킹네트워킹 기능을기능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장치장치 수준에서수준에서 네네
트워크트워크 인터페이스를인터페이스를 가상가상 및및 공유할공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SR-IOV Network Operator는는 SriovOperatorConfig.sriovnetwork.openshift.io 
CustomResourceDefinition 리소스를리소스를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Operator는는 openshift-sriov-network-operator 네네
임스페이스에임스페이스에 default 라는라는 SriovOperatorConfig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자동으로자동으로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기본기본 사용사용
자자 정의정의 리소스에는리소스에는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SR-IOV Network Operator 구성이구성이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19.15.4. Precision Time Protocol Operator

     PTP(Precision Time Protocol) Operator는는 네트워크에서네트워크에서 클록을클록을 동기화하는동기화하는 데데 사용되는사용되는 프로토콜프로토콜

입니다입니다. 하드웨어하드웨어 지원과지원과 함께함께 사용할사용할 경우경우 PTP는는 마이크로초마이크로초 미만의미만의 정확성을정확성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PTP 지원은지원은 
커널과커널과 사용자사용자 공간공간 간에간에 나뉩니다나뉩니다.
    

     PTP에에 의해의해 동기화된동기화된 시계는시계는 master-worker 계층계층 구조로구조로 구성됩니다구성됩니다. 작업자는작업자는 자체자체 마스터의마스터의 작업작업
자일자일 수수 있는있는 마스터와마스터와 동기화됩니다동기화됩니다. 계층계층 구조는구조는 모든모든 클록에서클록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최고의최고의 BMC(마스터마스터 클록클록) 알알
고리즘에고리즘에 의해의해 자동으로자동으로 생성생성 및및 업데이트됩니다업데이트됩니다. 시계에시계에 하나의하나의 포트만포트만 있는있는 경우경우 마스터마스터 또는또는 작업자일작업자일 
수수 있으며있으며 이러한이러한 시계를시계를 OC(일반일반 시계시계)라고라고 합니다합니다. 여러여러 포트가포트가 있는있는 시계는시계는 한한 포트와포트와 작업자에서작업자에서 마스마스
터가터가 될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러한이러한 시계는시계는 경계경계 클록클록(BC)이라고이라고 합니다합니다. 최상위최상위 레벨레벨 마스터는마스터는 광광 마스터마스터 클록클록
이라고이라고 하며하며, 이이 시계는시계는 글로벌글로벌 포지셔닝포지셔닝 시스템시스템(Global Locationing System) 시간시간 소스를소스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동동
기화할기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GPS 기반기반 시간시간 소스를소스를 사용하면사용하면 분산된분산된 네트워크를네트워크를 높은높은 정확도와정확도와 동기화할동기화할 수수 있습있습
니다니다.
    

19.16. 여러여러 관리관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ZTP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생성생성

    여러여러 관리관리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설치하는설치하는 경우경우 제로제로 터치터치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ZTP)은은 ArgoCD 및및 SiteConfig 를를 사용하사용하

여여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을을 생성하고생성하고 여러여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정책을정책을 생성하여생성하여 GitOps 접근법을접근법을 사용하사용하

여여 100개개 이하의이하의 배치로배치로 여러여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대한대한 정책을정책을 생성하고생성하고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설치설치 및및 배포는배포는 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 2단계단계 프로세스입니다프로세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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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1. ZTP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배포를배포를 위한위한 사전사전 요구요구 사항사항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클러스터클러스터 버전버전 4.8 이상이상 및및 Red Hat GitOps Operator가가 설설
치되어치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RHACM(Red Hat Advanced Cluster Management) 버전버전 2.3 이상이이상이 설치되어설치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의환경의 경우경우 허브허브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소스소스 데이터데이터 Git 리포지토리리포지토리 및및 ztp-site-
generator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에이미지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는지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정책에정책에 대한대한 추가추가 설치설치 매니페스트매니페스트 또는또는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과과 같은같은 추가추가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콘콘
텐츠를텐츠를 원하는원하는 경우경우 /usr/src/hook/ztp/source-crs/extra-manifest/ 디렉터리에디렉터리에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마찬마찬
가지로가지로 PolicyGenTemplate 에서에서 참조한참조한 대로대로 /usr/src/hook/ztp/source-crs/ 디렉터리에디렉터리에 추가추가 
구성구성 CR을을 추가할추가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ed Hat 제공제공 이미지에이미지에 추가추가 매니페스트를매니페스트를 추가하는추가하는 Containerfile 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예예
를를 들면들면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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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gistry fqdn>은은 Red Hat에서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ztp-site-generator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이미지

가가 포함된포함된 레지스트리를레지스트리를 가리켜야가리켜야 합니다합니다.
          

         이러한이러한 추가추가 파일이파일이 포함된포함된 새새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를이미지를 빌드합니다빌드합니다.
        

19.16.2. GitOps ZTP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설치설치

     이이 섹션의섹션의 절차에서는절차에서는 다음다음 작업을작업을 완료하는완료하는 방법을방법을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사이트사이트 구성구성 데이터를데이터를 호스팅하는호스팅하는 데데 필요한필요한 Git 리포지토리를리포지토리를 준비합니다준비합니다.
      

       필요한필요한 설치설치 및및 정책정책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을을 생성하도록생성하도록 허브허브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구성합니다구성합니다.
      

       제로제로 터치터치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ZTP)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관리관리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배포합니다배포합니다.
      

19.16.2.1. ZTP Git 리포지토리리포지토리 준비준비

      사이트사이트 구성구성 데이터를데이터를 호스팅하기호스팅하기 위한위한 Git 리포지토리를리포지토리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제로제로 터치터치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ZTP) 파파
이프라인에는이프라인에는 이이 리포지토리에리포지토리에 대한대한 읽기읽기 권한이권한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절차절차

1. 
        SiteConfig 및및 PolicyGenTemplate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CR)에에 대해대해 별도의별도의 경로를경로를 사용하사용하

여여 디렉터리디렉터리 구조를구조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2. 
        resource -hook-example/<policygentemplates>/에서에서 PolicyGenTemplate CR의의 경로에경로에 
pre- sync.yaml 및및 post -sync.yaml을을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FROM <registry fqdn>/ztp-site-generator:latest 1
COPY myInstallManifest.yaml /usr/src/hook/ztp/source-crs/extra-manifest/
COPY mySourceCR.yaml /usr/src/hook/ztp/source-crs/

$> podman build Containerfile.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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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ource -hook -example/<siteconfig>/에서에서 pre- sync.yaml 및및 post -sync.yaml을을 
SiteConfig CR 경로에경로에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참고참고

         허브허브 클러스터가클러스터가 연결이연결이 끊긴끊긴 환경에서환경에서 작동하는작동하는 경우경우 사전사전 및및 사후사후 동기화동기화 
후크후크 CR 모두의모두의 이미지를이미지를 업데이트해야업데이트해야 합니다합니다.
        

4. 
        policygentemplates.ran.openshift.io 및및 siteconfigs.ran.openshift.io CR 정의를정의를 적용합적용합

니다니다.
       

19.16.2.2. ZTP를를 위한위한 허브허브 클러스터클러스터 준비준비

      제로제로 터치터치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ZTP) GitOps 플로우를플로우를 기반으로기반으로 각각 사이트에사이트에 필요한필요한 설치설치 및및 정책정책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을을 생성하는생성하는 ArgoCD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세트로세트로 허브허브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구성할구성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절차절차

1. 
        hub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Red Hat OpenShift GitOps Operator를를 설치합니다설치합니다.
       

2. 
        ArgoCD의의 관리자관리자 암호를암호를 추출합니다추출합니다.
       

3. 
        ArgoCD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구성을구성을 준비합니다준비합니다.
       

a. 
          최신최신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이미지 버전을버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ZTP 사이트사이트 생성기생성기 컨테이너에서컨테이너에서 ArgoCD 배배
포포 CR을을 추출합니다추출합니다.
         

          이이 섹션의섹션의 나머지나머지 단계는단계는 ztp/gitops-subscriptions/argocd/ 디렉터리와디렉터리와 관련이관련이 있습있습
니다니다.
         

b. 

$ oc get secret openshift-gitops-cluster -n openshift-gitops -o 
jsonpath='{.data.admin\.password}' | base64 -d

$ mkdir ztp
$ podman run --rm -v `pwd`/ztp:/mnt/ztp:Z registry.redhat.io/openshift4/ztp-site-
generate-rhel8:v4.9.0-1 /bin/bash -c "cp -ar /usr/src/hook/ztp/* /mnt/z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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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두두 ArgoCD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deployment /clusters-app.yaml 및및 deployment/policies- 
app.yaml 의의 소스소스 값을값을 적절한적절한 URL, targetRevision 분기분기 및및 경로경로 값으로값으로 수정합니다수정합니다. 경로경로 
값은값은 Git 리포지토리에리포지토리에 사용된사용된 값과값과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deployment/clusters-app.yaml 수정수정 :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siteconfig CR이이 포함된포함된 ztp/gitops-subscriptions/argocd/ 파일파일 
경로입니다경로입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설치를설치를 위한위한 사이트사이트 구성을구성을 정의하는정의하는 siteconfig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가리소스가 
포함된포함된 Git 리포지토리의리포지토리의 URL입니다입니다.
           

 

            관련관련 사이트사이트 구성구성 데이터가데이터가 포함된포함된 Git 리포지토리의리포지토리의 분기입니다분기입니다.
           

c. 
          deployment/policies-app.yaml 수정수정 :
         

apiVersion: v1
kind: Namespace
metadata:
     name: clusters-sub
---
apiVersion: argoproj.io/v1alpha1
kind: Application
metadata:
     name: clusters
     namespace: openshift-gitops
spec:
    destination:
         server: https://kubernetes.default.svc
         namespace: clusters-sub
  project: default
  source:
      path: ztp/gitops-subscriptions/argocd/resource-hook-example/siteconfig 1
      repoURL: https://github.com/openshift-kni/cnf-features-deploy 2
      targetRevision: master 3
  syncPolicy:
      automated:
          prune: true
          selfHeal: true
       syncOptions:
       - CreateNamespac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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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policygentemplates CR이이 포함된포함된 ztp/gitops-
subscriptions/argocd/ 파일파일 경로입니다경로입니다.
           

 

            policygentemplates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가리소스가 포함된포함된 Git 리포지토리의리포지토리의 URL은은 사사
이트에이트에 대한대한 구성구성 데이터를데이터를 지정하는지정하는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를리소스를 나타냅니다나타냅니다.
           

 

            관련관련 구성구성 데이터가데이터가 포함된포함된 Git 리포지토리의리포지토리의 분기입니다분기입니다.
           

4. 
        허브허브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구성을구성을 적용하려면적용하려면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입력합니다입력합니다.
       

19.16.3. 사이트사이트 시크릿시크릿 생성생성

apiVersion: v1
kind: Namespace
metadata:
          name: policies-sub
---
apiVersion: argoproj.io/v1alpha1
kind: Application
metadata:
      name: policies
      namespace: openshift-gitops
spec:
  destination:
        server: https://kubernetes.default.svc
        namespace: policies-sub
  project: default
  source:
       directory:
           recurse: true
        path: ztp/gitops-subscriptions/argocd/resource-hook-
example/policygentemplates 1
        repoURL: https://github.com/openshift-kni/cnf-features-deploy 2
        targetRevision: master 3
  syncPolicy:
      automated:
          prune: true
          selfHeal: true
       syncOptions:
       - CreateNamespace=true

$ oc apply -k ./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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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에사이트에 필요한필요한 시크릿을시크릿을 hub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이러한이러한 리소스는리소스는 클러스터클러스터 이름과이름과 일치하는일치하는 
이름이이름이 있는있는 네임스페이스에네임스페이스에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절차절차

1. 
       사이트사이트 BMC(Baseboard Management Controller)로로 인증하기인증하기 위한위한 시크릿을시크릿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시크릿시크릿 이름이이름이 SiteConfig 에서에서 사용된사용된 이름과이름과 일치하는지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이이 예에서예에서 시크릿시크릿 이름은이름은 
test-sno-bmh-secret 입니다입니다.
      

2. 
       사이트에사이트에 대한대한 풀풀 시크릿을시크릿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가져오기가져오기 보안에는보안에는 OpenShift 및및 모든모든 애드온애드온 
Operator를를 설치하는설치하는 데데 필요한필요한 모든모든 인증인증 정보가정보가 포함되어야포함되어야 합니다합니다. 이이 예에서예에서 시크릿시크릿 이름은이름은 
assisted-deployment-pull-secret 입니다입니다.
      

참고참고

      보안은보안은 이름으로이름으로 SiteConfig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에서에서 참조됩니다참조됩니다.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는는 SiteConfig 네임스페이스와네임스페이스와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19.16.4. SiteConfig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생성생성

     ArgoCD는는 사이트사이트 배포의배포의 GitOps 메서드의메서드의 엔진엔진 역할을역할을 합니다합니다. 사이트사이트 설치에설치에 필요한필요한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소스가리소스가 포함된포함된 사이트사이트 계획을계획을 완료한완료한 후후 정책정책 생성기에서생성기에서 매니페스트를매니페스트를 생성하여생성하여 허브허브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적용적용
합니다합니다.
    

절차절차

apiVersion: v1
kind: Secret
metadata:
  name: test-sno-bmh-secret
  namespace: test-sno
data:
  password: dGVtcA==
  username: cm9vdA==
type: Opaque

apiVersion: v1
kind: Secret
metadata:
  name: assisted-deployment-pull-secret
  namespace: test-sno
type: kubernetes.io/dockerconfigjson
data:
  .dockerconfigjson: <Your pull secret base64 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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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site-plan 데이터가데이터가 포함된포함된 하나하나 이상의이상의 SiteConfig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인리소스인 site-
config.yaml 파일을파일을 만듭니다만듭니다. 예를예를 들면들면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apiVersion: ran.openshift.io/v1
kind: SiteConfig
metadata:
  name: "test-sno"
  namespace: "test-sno"
spec:
  baseDomain: "clus2.t5g.lab.eng.bos.redhat.com"
  pullSecretRef:
    name: "assisted-deployment-pull-secret"
  clusterImageSetNameRef: "openshift-4.9"
  sshPublicKey: "ssh-rsa 
AAAAB3NzaC1yc2EAAAADAQABAAACAQDB3dwhI5X0ZxGBb9VK7wclcPHLc8n7WAy
KjTNInFjYNP9J+Zoc/ii+l3YbGUTuqilDwZN5rVIwBux2nUyVXDfaM5kPd9kACmxWtfEWT
yVRootbrNWwRfKuC2h6cOd1IlcRBM1q6IzJ4d7+JVoltAxsabqLoCbK3svxaZoKAaK7jd
GG030yvJzZaNM4PiTy39VQXXkCiMDmicxEBwZx1UsA8yWQsiOQ5brod9KQRXWAAST
779gbvtgXR2L+MnVNROEHf1nEjZJwjwaHxoDQYHYKERxKRHlWFtmy5dNT6BbvOpJ2e
5osDFPMEd41d2mUJTfxXiC1nvyjk9Irf8YJYnqJgBIxi0IxEllUKH7mTdKykHiPrDH5D2pRl
p+Donl4n+sw6qoDc/3571O93+RQ6kUSAgAsvWiXrEfB/7kGgAa/BD5FeipkFrbSEpKPVu
+gue1AQeJcz9BuLqdyPUQj2VUySkSg0FuGbG7fxkKeF1h3Sga7nuDOzRxck4I/8Z7FxM
F/e8DmaBpgHAUIfxXnRqAImY9TyAZUEMT5ZPSvBRZNNmLbfex1n3NLcov/GEpQOqEY
cjG5y57gJ60/av4oqjcVmgtaSOOAS0kZ3y9YDhjsaOcpmRYYijJn8URAH7NrW8EZsvAoF
6GUt6xHq5T258c6xSYUm5L0iKvBqrOW9EjbLw== 
root@cnfdc2.clus2.t5g.lab.eng.bos.redhat.com"
  clusters:
  - clusterName: "test-sno"
    clusterType: "sno"
    clusterProfile: "du"
    clusterLabels:
      group-du-sno: ""
      common: true
      sites : "test-sno"
    clusterNetwork:
      - cidr: 1001:db9::/48
        hostPrefix: 64
    machineNetwork:
      - cidr: 2620:52:0:10e7::/64
    serviceNetwork:
      - 1001:db7::/112
    additionalNTPSources:
      - 2620:52:0:1310::1f6
    nodes:
      - hostName: "test-sno.clus2.t5g.lab.eng.bos.redhat.com"
        bmcAddress: "idrac-
virtualmedia+https://[2620:52::10e7:f602:70ff:fee4:f4e2]/redfish/v1/Systems/System.Em
bedded.1"
        bmcCredentialsName:
          name: "test-sno-bmh-secret"
        bmcDisableCertificateVerification: true 1
        bootMACAddress: "0C:42:A1:8A:74:EC"
        bootMode: "UEFI"
        rootDeviceH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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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EFI SecureBoot 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유효하지유효하지 않거나않거나 로컬로컬 인증서로인증서로 인한인한 오류를오류를 방지방지
하려면하려면 이이 행을행을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2. 
       파일을파일을 저장하고저장하고 hub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는있는 제로제로 터치터치 프로비저닝프로비저닝(ZTP) Git 리포지리포지

토리로토리로 푸시하고푸시하고 ArgoCD 애플리케이션의애플리케이션의 소스소스 리포지토리로리포지토리로 정의합니다정의합니다.
      

     ArgoCD는는 애플리케이션이애플리케이션이 동기화되지동기화되지 않았음을않았음을 감지합니다감지합니다. 자동자동 또는또는 수동수동 동기화동기화 시시 ArgoCD는는 
PolicyGenTemplate 을을 허브허브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동기화하고동기화하고 관련관련 리소스리소스 후크를후크를 시작합니다시작합니다. 이러한이러한 후크는후크는 
spoke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적용되는적용되는 정책정책 래핑래핑 구성구성 CR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리소스리소스 후크는후크는 사이트사이트 정의를정의를 설치설치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소스로리소스로 변환하고변환하고 허브허브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네임네임 스페이스스페이스 - 사이트당사이트당 고유고유
      

          hctl: '0:1:0'
        cpuset: "0-1,52-53"
        nodeNetwork:
          interfaces:
            - name: eno1
              macAddress: "0C:42:A1:8A:74:EC"
          config:
            interfaces:
              - name: eno1
                type: ethernet
                state: up
                macAddress: "0C:42:A1:8A:74:EC"
                ipv4:
                  enabled: false
                ipv6:
                  enabled: true
                  address:
                  - ip: 2620:52::10e7:e42:a1ff:fe8a:900
                    prefix-length: 64
            dns-resolver:
              config:
                search:
                - clus2.t5g.lab.eng.bos.redhat.com
                server:
                - 2620:52:0:1310::1f6
            routes:
              config:
              - destination: ::/0
                next-hop-interface: eno1
                next-hop-address: 2620:52:0:10e7::fc
                table-id: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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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tClusterInstall
      

       BareMetalHost
      

       ClusterDeployment
      

       InfraEnv
      

       NMStateConfig
      

       ExtraManifestsConfigMap - Extra manifests. 추가추가 매니페스트에는매니페스트에는 워크로드워크로드 파티셔닝파티셔닝, 
chronyd, 마운트마운트 지점지점 숨기기숨기기, sctp 활성화활성화 등이등이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ManagedCluster
      

       KlusterletAddonConfig
      

     RHACM(Red Hat Advanced Cluster Management)(ACM)은은 허브허브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배포합니다배포합니다.
    

19.16.5. PolicyGenTemplates 생성생성

     다음다음 절차에절차에 따라따라 허브허브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Git 리포지토리에리포지토리에 정책을정책을 생성하는생성하는 데데 필요한필요한 
PolicyGenTemplates 를를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절차절차

1. 
       PolicyGenTemplates 를를 생성하고생성하고 hub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는있는 제로제로 터치터치 프로비저프로비저

닝닝(ZTP) Git 리포지토리에리포지토리에 저장하고저장하고 ArgoCD 애플리케이션의애플리케이션의 소스소스 리포지토리로리포지토리로 정의합니다정의합니다.
      

2. 
       ArgoCD는는 애플리케이션이애플리케이션이 동기화되지동기화되지 않았음을않았음을 감지합니다감지합니다. 자동자동 또는또는 수동수동 동기화동기화 시시 
ArgoCD는는 허브허브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새새 PolicyGenTemplate 을을 적용하고적용하고 관련관련 리소스리소스 후크를후크를 시작합니시작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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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이러한이러한 후크는후크는 스포크스포크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적용되는적용되는 정책정책 래핑래핑 구성구성 CR을을 생성하고생성하고 다음다음 작업을작업을 수행수행
합니다합니다.
      

a. 
         기본기본 분산분산 장치장치(DU) 프로필프로필 및및 필수필수 사용자사용자 지정에지정에 따라따라 Red Hat Advanced Cluster 
Management(RHACM) 정책을정책을 만듭니다만듭니다.
        

b. 
         생성된생성된 정책을정책을 hub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ZTP 프로세스는프로세스는 ACM을을 지시하여지시하여 클러스터클러스터 노드에노드에 원하는원하는 구성을구성을 적용하는적용하는 정책을정책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19.16.6. 설치설치 상태상태 확인확인

     ArgoCD 파이프라인은파이프라인은 Git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SiteConfig 및및 PolicyGenTemplate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

(CR)를를 감지하고감지하고 허브허브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동기화합니다동기화합니다. 이이 프로세스에서는프로세스에서는 설치설치 및및 정책정책 CR을을 생성하여생성하여 hub 클클
러스터에러스터에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ArgoCD 대시보드에서대시보드에서 이이 동기화의동기화의 진행률을진행률을 모니터링할모니터링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절차절차

1.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클러스터클러스터 설치설치 진행진행 상황을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모니터링합니다.
      

2. 
       Red Hat Advanced Cluster Management(RHACM) 대시보드를대시보드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정책정책 조정조정 진행진행 
상황을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모니터링합니다.
      

19.16.7. 사이트사이트 정리정리

     사이트사이트 및및 관련관련 설치설치 및및 정책정책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을을 제거하려면제거하려면 Git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SiteConfig 
및및 사이트별사이트별 PolicyGenTemplate CR을을 제거합니다제거합니다.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후크는후크는 생성된생성된 CR을을 제거합니다제거합니다.
    

참고참고

$ export CLUSTER=<cluster_name>

$ oc get agentclusterinstall -n $CLUSTER $CLUSTER -o 
jsonpath='{.status.conditions[?(@.type=="Completed")]}' | jq

$ curl -sk $(oc get agentclusterinstall -n $CLUSTER $CLUSTER -o 
jsonpath='{.status.debugInfo.eventsURL}') | jq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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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SiteConfig CR을을 제거하기제거하기 전에전에 ACM에서에서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분리해야분리해야 합니다합니다.
     

19.16.7.1. ArgoCD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제거제거

      ArgoCD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및및 모든모든 생성된생성된 아티팩트를아티팩트를 제거하려면제거하려면 다음다음 절차를절차를 사용하십시오사용하십시오.
     

절차절차

1. 
        ACM에서에서 모든모든 클러스터를클러스터를 분리합니다분리합니다.
       

2. 
        Git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모든모든 SiteConfig 및및 PolicyGenTemplate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을을 삭삭
제합니다제합니다.
       

3. 
        다음다음 네임스페이스를네임스페이스를 삭제합니다삭제합니다.
       

          모든모든 정책정책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clusters-sub
         

          policies-sub
         

4. 
        Kustomize 툴을툴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디렉터리를디렉터리를 처리합니다처리합니다.
       

19.17. GITOPS ZTP 문제문제 해결해결

    앞에서앞에서 설명했듯이설명했듯이 ArgoCD 파이프라인은파이프라인은 Git 리포지토리의리포지토리의 SiteConfig 및및 PolicyGenTemplate 사용사용
자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CR)를를 허브허브 클러스터로클러스터로 동기화합니다동기화합니다. 이이 프로세스프로세스 중에중에 동기화동기화 후후 후크는후크는 hub 클러스터클러스터

 $ oc get policy -A

 $ oc delete -k cnf-features-deploy/ztp/gitops-subscriptions/argocd/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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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에도 적용되는적용되는 설치설치 및및 정책정책 CR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다음다음 절차에절차에 따라따라 이이 프로세스에서프로세스에서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는있는 문제를문제를 
해결합니다해결합니다.
   

19.17.1. 설치설치 CR 생성생성 검증검증

     site Config는는 사이트사이트 이름과이름과 일치하는일치하는 이름을이름을 가진가진 네임스페이스의네임스페이스의 hub 클러스터에클러스터에 설치설치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을을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상태를상태를 확인하려면확인하려면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입력합니다입력합니다.
    

     오브젝트가오브젝트가 반환되지반환되지 않으면않으면 다음다음 절차를절차를 사용하여사용하여 SiteConfig 에서에서 설치설치 CR로로 ArgoCD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흐름의흐름의 문제를문제를 해결합니다해결합니다.
    

절차절차

1. 
       다음다음 명령명령 중중 하나를하나를 사용하여사용하여 SiteConfig 와와 hub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동기화를동기화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또는또는
      

       SiteConfig 가가 누락된누락된 경우경우 다음다음 상황상황 중중 하나가하나가 발생했습니다발생했습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이애플리케이션이 Git 리포지토리의리포지토리의 CR을을 허브에허브에 동기화하지동기화하지 못했습니다못했습니다.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다음을다음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Status: Synced (상태상태: 동기화동기화)를를 확인하고확인하고 Revision: 이이 서브스크립션된서브스크립션된 리포지토리리포지토리

로로 내보낸내보낸 커밋의커밋의 SHA인지인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를이미지를 가져오지가져오지 못했으므로못했으므로 사전사전 동기화동기화 후크가후크가 실패했습니다실패했습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에서애플리케이션에서 사전사전 동기화동기화 작업의작업의 상태가상태가 ArgoCD 대시보드를대시보드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2. 

$ oc get AgentClusterInstall -n <cluster_name>

$ oc get siteconfig -A

$ oc get siteconfig -n clusters-sub

$ oc describe -n openshift-gitops application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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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사후 후크후크 작업이작업이 실행되었는지실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성공하면성공하면 반환된반환된 출력이출력이 성공한성공한 것으로것으로 표시됩니다표시됩니다. 1.
        

         작업이작업이 실패하면실패하면 ArgoCD에서에서 다시다시 시도합니다시도합니다. 경우에경우에 따라따라 첫첫 번째번째 통과가통과가 실패하고실패하고 
두두 번째번째 통과는통과는 작업이작업이 통과되었음을통과되었음을 나타냅니다나타냅니다.
        

3. 
       사후사후 후크후크 작업에작업에 오류가오류가 있는지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siteconfig-post-xxxxx 포드의포드의 이름을이름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로그에로그에 오류가오류가 표시되면표시되면 조건을조건을 수정하고수정하고 수정된수정된 SiteConfig 또는또는 PolicyGenTemplate 을을 
Git 리포지토리로리포지토리로 내보냅니다내보냅니다.
      

19.17.2. 정책정책 CR 생성생성 검증검증

     ArgoCD는는 생성된생성된 PolicyGenTemplate 과과 동일한동일한 네임스페이스에네임스페이스에 정책정책 CR(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리소스리소스)을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동일한동일한 문제문제 해결해결 흐름은흐름은 공통공통, 그룹그룹 또는또는 사이트사이트 기반기반 여부와여부와 관계없이관계없이 
PolicyGenTemplates 에서에서 생성된생성된 모든모든 정책정책 CR에에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정책정책 CR의의 상태를상태를 확인하려면확인하려면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입력합니다입력합니다.
    

     반환된반환된 출력에는출력에는 예상예상 정책정책 래핑래핑 CR 세트가세트가 표시됩니다표시됩니다. 오브젝트가오브젝트가 반환되지반환되지 않으면않으면 다음다음 절차를절차를 사사
용하여용하여 SiteConfig 에서에서 정책정책 CR로로 ArgoCD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흐름의흐름의 문제를문제를 해결합니다해결합니다.
    

절차절차

$ oc describe job -n clusters-sub siteconfig-post

$ oc get pod -n clusters-sub

$ oc logs -n clusters-sub siteconfig-post-xxxxx

$ export NS=<namespace>

$ oc get policy -n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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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licyGenTemplate 과과 hub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동기화를동기화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또는또는
      

       PolicyGenTemplate 이이 동기화되지동기화되지 않으면않으면 다음다음 상황상황 중중 하나가하나가 발생했습니다발생했습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이애플리케이션이 Git 리포지토리의리포지토리의 CR을을 허브에허브에 동기화하지동기화하지 못했습니다못했습니다. 다음다음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다음을다음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Status: Synced (상태상태: 동기화동기화)를를 확인하고확인하고 Revision: 이이 서브스크립션된서브스크립션된 리포지토리리포지토리

로로 내보낸내보낸 커밋의커밋의 SHA인지인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를이미지를 가져오지가져오지 못했으므로못했으므로 사전사전 동기화동기화 후크가후크가 실패했습니다실패했습니다. 클러스터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에서애플리케이션에서 사전사전 동기화동기화 작업의작업의 상태가상태가 ArgoCD 대시보드를대시보드를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2. 
       정책이정책이 클러스터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에네임스페이스에 복사되었는지복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ACM에서에서 정책이정책이 
ManagedCluster 에에 적용됨을적용됨을 인식하면인식하면 ACM은은 policy CR 오브젝트를오브젝트를 클러스터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에에 적용합니다적용합니다.
      

       ACM은은 여기에여기에 적용되는적용되는 모든모든 공통공통, 그룹그룹 및및 사이트사이트 정책을정책을 복사합니다복사합니다. 정책정책 이름은이름은 
<policyNamespace> 및및 <policyName> 입니다입니다.
      

3. 
       클러스터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에네임스페이스에 복사되지복사되지 않은않은 정책에정책에 대한대한 배치배치 규칙을규칙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해당해당 정책에정책에 
대한대한 PlacementRule 의의 matchSelector 는는 ManagedCluster 의의 라벨과라벨과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4. 

$ oc get policygentemplate -A

$ oc get policygentemplate -n $NS

$ oc describe -n openshift-gitops application clusters

$ oc get policy -n <cluster_name>

$ oc get placementrule -n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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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공통, 그룹그룹 또는또는 사이트사이트 정책이정책이 누락된누락된 경우경우 PlacementRule 이름을이름을 기록해기록해 두십시오두십시오.
      

         상태상태 결정결정 값에는값에는 클러스터클러스터 이름이이름이 포함되어야포함되어야 합니다합니다.
        

         사양의사양의 matchSelector 키키 값은값은 관리관리 클러스터의클러스터의 라벨과라벨과 일치해야일치해야 합니다합니다. 
ManagedCluster 의의 라벨을라벨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예제예제

          

         

5. 
       모든모든 정책이정책이 준수되었는지준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네임스페이스네임스페이스, OperatorGroup 및및 서브스크립션서브스크립션 정책이정책이 호환되지만호환되지만 Operator 구성구성 정책은정책은 
설치되지설치되지 않은않은 경우가경우가 많습니다많습니다.
      

 oc get placementrule -n $NS <placmentRuleName> -o yaml

 oc get ManagedCluster $CLUSTER -o jsonpath='{.metadata.labels}' | jq

apiVersion: apps.open-cluster-management.io/v1
kind: PlacementRule
metadata:
  name: group-test1-policies-placementrules
  namespace: group-test1-policies
spec:
  clusterSelector:
    matchExpressions:
    - key: group-test1
      operator: In
      values:
      - ""
status:
  decisions:
  - clusterName: <cluster_name>
    clusterNamespace: <cluster_name>

 oc get policy -n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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