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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마이너 릴리스는 개별 보안, 개선 및 버그 수정 에라타의 집계입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9 릴리스 노트  에서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 운영 체제의 주요 변경 사항
과 이 업데이트 릴리스를 위한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알려진 문제 및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 프리뷰의
전체 목록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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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요

제품 라이프 사이클
Red Hat Enterprise Linux 7.9는 RHEL 7의 마지막 마이너 릴리스입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은 2020년 8월 6일에 제품 라이프 사이클의 유지 관리 지원 2단계로  진입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Red Hat Enterprise Linux 라이프사이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즉각적즉각적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즉각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존 운영 체제를 교체하여 Red Hat Enterprise Linux의 새로운 주요 릴리스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업그레이드 paht 목록은 Red Hat Enterprise Linux에
대해 지원되는 즉각적 업그레이드 경로를 참조하십시오.

RHEL 6에서에서 RHEL 7으로의으로의 즉각적즉각적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RHEL 7.9 릴리스로 Preupgrade Assistant 및 Red Hat Upgrade 툴이툴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지원되는 즉각적 업그레이드 경로는 SAP HANA를 제외하고 RHEL 6.10에서 RHEL 7.9로입니다.

UEFI 기반 RHEL 설치의 즉각적 업그레이드 지원

롤백 기능은 UEFI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 업그레이드에 사용자 정의 리포지토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HEL 6에서 RHEL 7으로의 즉각적 업그레이드 절차 및 사전사전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도우미도우미 및 Red Hat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도구는도구는 RHEL 6에서 RHEL 7로의 업그레이드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주요 릴리스의 중요한 차이
점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RHEL 6 Extras 리포지토리에서 Preupgrade 
Assistant 및 Red Hat Upgrade Tool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entOS Linux 6 또는 Oracle Linux 6을 사용하는 경우 RHEL 7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지원되지 않는 
Convert2 RHEL 유틸리티를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운영 체제를 RHEL 6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entOS Linux 또는 Oracle Linux에서 RHEL로 변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RHEL 7에서에서 RHEL 8으로의으로의 즉각적즉각적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Leap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RHEL 7에서 RHEL 8로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
침은 RHEL 7에서 RHEL 8로 업그레이드하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RHEL 7과 RHEL 8의 주요 차이점은
RHEL 8 채택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Leapp 유틸리티는 RHEL 7 Extras 리포지토리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CentOS Linux 7 또는 Oracle Linux 7을 사용하는 경우 RHEL 8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Red Hat 지원 
Convert2 RHEL 유틸리티를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운영 체제를 RHEL 7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PM
기반 Linux 배포판에서 RHEL로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Red Hat이 다른 Linux 배포판에서 RHEL로의 변환
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vert2 RHEL 지원 정책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자료

Red Hat Enterprise Linux 7의 기능기능 및및 제한사항제한사항 과 다른 시스템 버전과의 비교는 지식베이스 문서
Red Hat Enterprise Linux 기술 기능 및 제한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페스트 문서는 RHEL 7의 패키지패키지 목록을목록을 제공합니다.

알려진 기술 문제를 식별, 검사 및 해결할 수 있는 Red Hat Insights 서비스는 이제 모든 RHEL 서
브스크립션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d Hat Insights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서비
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Red Hat Insights 시작하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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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고객 포털 랩  은 고객 포털의 섹션에 있는 도구 집합입니다. Red Hat 고객 포털 랩의 애플
리케이션은 성능을 개선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며 보안 문제를 식별하며 복잡한 애플리케
이션을 신속하게 배포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중 일
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도우미

제품 라이프 사이클 검사기

킥스타트 생성기

Red Hat Enterprise Linux Upgrade Helper

Red Hat Satellite Upgrade Helper

Red Hat 코드 브라우저

JVM 옵션 구성 도구

Red Hat CVE 검사기

Red Hat 제품 인증서

로드 밸런서 설정 도구

yum 리포지토리 설정 도우미

킥스타트 킥스타트

Red Hat Enterprise Linux 7 7.9 릴리스릴리스 정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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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아키텍처

Red Hat Enterprise Linux 7은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64비트 AMD

64비트 Intel

IBM POWER7 이상 (big endian)

IBM POWER8 (big endian) [2]

IBM POWER8(작은 endian) [3]

IBM POWER9 (Lttle endian) [4][5]

64-bit IBM Z [4][6]

64-bit ARM [4]

Red Hat Enterprise Linux 7.9는 다음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커널 버전 3.10.0-1160과 함께 배포됩니다.

64비트 AMD

64비트 Intel

IBM POWER7 이상 (big endian)

IBM POWER8 (big endian)

IBM POWER8(작은 endian)

64비트 IBM Z(커널 버전 3.10)

다음 아키텍처는 완전하게 지원되며 Red Hat Enterprise Linux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z-stream 보안 및 버
그 수정 업데이트를 계속 수신합니다.

IBM POWER9 (Lttle endian)

64비트 IBM Z - 구조 A(커널 버전 4.14)

64비트 ARM

[1] Red Hat Enterprise Linux 7 설치는 64비트 하드웨어에서만 지원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은 이전 버전
의 Red Hat Enterprise Linux를 포함한 32비트 운영 체제를 가상 시스템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Red Hat Enterprise Linux 7 POWER8(big endian)은 현재 KVM 하이퍼바이저를 실행하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 POWER8 시스템에서 KVM 게스트로 지원됩니다.

[3] Red Hat Enterprise Linux 7 POWER8(little endian)은 현재 KVM 하이퍼바이저를 실행하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 POWER8 시스템에서 KVM 게스트로 지원됩니다. 또한 kernel -alt 패키지를 사용하여 버전 4.14 커널에서
POWER8 호환 모드에서 KVM 하이퍼바이저를 실행하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 POWER9 시스템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 7 POWER8(little endian) 게스트가 지원됩니다.

[4] 이 아키텍처는 kernel -alt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커널커널 버전 4.14에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d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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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ttps://access.redhat.com/support/policy/updates/errata


[4] 이 아키텍처는 kernel -alt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커널커널 버전 4.14에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d Hat
Enterprise Linux 7.5 릴리스 노트 를 참조하십시오.

[5] Red Hat Enterprise Linux 7 POWER9(little endian)는 현재 kernel -alt 패키지 및 PowerVM을 사용하여 버전 4.14
커널에서 KVM 하이퍼바이저를 실행하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 POWER9 시스템에서 KVM 게스트로 지원됩니
다.

[6] IBM Z용 Red Hat Enterprise Linux 7( 3.10 커널 버전 및 4.14 커널 버전)은 현재 kernel -alt 패키지를 사용하여 버전
4.14 커널에서 KVM 하이퍼바이저를 실행하는 IBM Z 호스트용 Red Hat Enterprise Linux 7에서 KVM 게스트로 지원됩
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 7.9 릴리스릴리스 정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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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새로운 기능
이 장에서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9에 도입된 새로운 기능 및 주요 개선 사항을 설명합니다.

3.1. 인증 및 상호 운용성

인증서인증서 프로필프로필 확장에는확장에는 더더 이상이상 인증서당인증서당 최대최대 정책정책 수가수가 없습니다없습니다.

이전에는 인증서 프로필 확장 내에서 하드 코딩된 제한으로 인해 관리자가 20개 이상의 정책을 인증서에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제한이 제거되므로 무제한의 정책을 인증서에 추가할 수 있
습니다. 또한 확장 기능에는 하나 이상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pkiconsole 인터페이스에 오
류가 표시됩니다. 프로필을 수정하면 확장에서 하나의 빈 정책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Identifier: Certificate Policies: - 2.5.29.32
            Critical: no
            Certificate Policies:

(BZ#1768718)

SSSD를를 버전버전 1.1로로 업데이트업데이트

sssd 패키지가 업스트림 버전 1.1650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이전 버전에 비해 여러 버그 수정 및 개선 사항
을 제공합니다.

(BZ#1796352)

3.2. 클러스터링

Pacemaker 에서에서 버전버전 1.1.23으로으로 업데이트업데이트

Pacemaker 클러스터 리소스 관리자가 여러 버그 수정 사항을 제공하는 업스트림 버전 1.1.23으로 업그레
이드되었습니다.

(BZ#1792492)

3.3. 컴파일러 및 툴

기록기록 분석에분석에 스레드별스레드별 지표를지표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선택적으로 pcp -zeroconf 패키지패키지 및및 pmieconf  유틸리티를유틸리티를 사용하여사용하여 PCP(Performance Co-Pilot)에서에서 
스레드별스레드별 및 프로세스프로세스 별 성능 지표 값을 로깅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프로세스별프로세스별 지표지표 값만값만 pcp- 
zeroconf 패키지를 통해 pmlogger 에서 기록했지만 일부 분석 정보에는 스레드 별별 값도값도 필요합니다. 결
과적으로 다음 명령을 실행한 후 기록 분석에 대한 스레드별스레드별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mieconf -c enable zeroconf.all_threads

(BZ#1775373)

3.4. 데스크탑

Freerdp가가 2.1.1로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RDP(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의 FreeRDP 구현을 버전 2.0.0에서 2.1.1으로 업데이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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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릴리스에서는 RDP(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의 FreeRDP 구현을 버전 2.0.0에서 2.1.1으로 업데이트합
니다. Freerdp 2.1.1은 현재 Microsoft Windows 터미널 서버 버전에 대한 새로운 RDP 옵션을 지원하고 몇
가지 보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FreeRDP 2.1.1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스트림 릴리스 노트
https://github.com/FreeRDP/FreeRDP/blob/2.1.1/ChangeLog 를 참조하십시오.

(BZ#1834286)

3.5. 커널

RHEL 7.9의의 커널커널 버전버전

Red Hat Enterprise Linux 7.9는 커널 버전 3.10.0-1160과 함께 배포됩니다.

외부 커널 매개 변수 및 장치 드라이버에 중요한 변경 사항 도 참조하십시오 .

(BZ#1801759)

새로운새로운 커널커널 매개매개 변수변수: page_owner

페이지페이지 소유자소유자 추적은추적은 새로운 기능으로, 사용자가 페이지 할당자 수준에서 커널 메모리 사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여 커널 메모리 누수를 디버깅하거나 과도한 메모리를 사용하는 커
널 모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커널 명령줄에 page_owner=on 매개 변수를 추가합
니다. 커널 명령줄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 포털에서 커널 명령줄 매개변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주의주의

커널 명령줄에대한대한 page_owner 매개 변수 설정(on 또는 off)에 관계없이 페이지 소
유자 추적을 사용하면 RHEL 7.9 시스템에 약 2.14%의 추가 메모리 요구 사항이 추가
됩니다(커널, VM 또는 cgroup에 영향을 줍니다). 이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ernel-3.10.0-1127.el7에 비해 커널-3.10.0-1160.el7에서 두 배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
유를 참조하십시오. https://access.redhat.com/solutions/5503831 해결책.

커널 매개변수의 중요한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 커널 매개변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BZ#1781726)

Intel ICX 시스템에시스템에 EDAC 드라이버드라이버 지원이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Intel ICX 시스템에 오류 감지 및 수정(EDAC) 드라이버가 추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
로 이러한 시스템에서 메모리 오류를 탐지하고 EDAC 하위 시스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BZ#1514705)

Intel®œ-Path Architecture(OPA) 호스트호스트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Intel® MBA(OPA) 호스트 소프트웨어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9에서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Intel
OPA는 클러스터형 환경의 컴퓨팅 노드와 I/O 노드 간의 고성능 데이터 전송(고급 대역폭, 높은 메시지 속
도, 짧은 대기 시간)을 위해 HFI(Host Fabric Interface) 하드웨어에 초기화 및 설정을 제공합니다.

Intel✓-Path 아키텍처 문서 설치에 대한 지침은 https://cdrdv2.intel.com/v1/dl/getContent/63039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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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Path 아키텍처 문서 설치에 대한 지침은 https://cdrdv2.intel.com/v1/dl/getContent/630393를
참조하십시오.

(BZ#1855010)

Mellanox ConnectX-6 Dx 네트워크네트워크 어댑터가어댑터가 완전히완전히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이번 개선된 기능에는 Mellanox ConnectX-6 Dx 네트워크 어댑터의 PCI ID가 mlx5_core 드라이버에 추
가됩니다. 이 어댑터를 사용하는 호스트에서 RHEL은 mlx5_core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로드합니다. 이전
에 기술 프리뷰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이제 RHEL 7.9에서 완전히 지원됩니다.

(BZ#1829777)

3.6. 실시간 커널

kernel-rt 소스소스 트리가트리가 최신최신 RHEL 7 트리와트리와 일치일치

최신 RHEL 커널커널 소스소스 트리를트리를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kernel-rt 소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버전에 비해 많
은 버그 수정 및 개선 사항을 제공합니다.

(BZ#1790643)

3.7. 네트워킹

SELinux 없이없이 시스템에시스템에 대해대해 chroot 내부에서내부에서 실행되도록실행되도록 바인딩되지바인딩되지 않은않은 구성구성

SELinux를 활성화하고 강제 모드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SELinux는 상당한 보호를 제공하며 바인딩되바인딩되

지지 않은않은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합니다. 강제 모드로 SELinux를 구성할 수 없고 바인딩되바인딩되

지지 않은않은 도메인 이름 서버의 보호를 높이려면 chroot 유틸리티를 제한된 chroot 환경으로 사용합니다.  
chroot 의의 보호는보호는 SELinux 강제강제 모드에모드에 비해비해 낮습니다낮습니다.
    

    chroot 내에서내에서 실행되도록실행되도록 unbound 를를 구성하려면구성하려면 다음다음 지원지원 문서문서 chroot에서에서 바인딩되지바인딩되지 않음을않음을 실실
행하는행하는 방법에방법에 설명된설명된 대로대로 환경을환경을 준비합니다준비합니다.
   

    (BZ#2121623)
   

3.8.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시스템 역할역할

rhel-system-roles 업데이트업데이트

     rhel-system-roles 패키지가패키지가 여러여러 버그버그 수정수정 및및 개선개선 사항을사항을 제공하도록제공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업데이트되었습니다. 주요주요 변변
경경 사항은사항은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NetworkManager 공급자를공급자를 사용할사용할 때때 EAP-TLS를를 사용한사용한 802.1X 인증에인증에 대한대한 802.1X 인증인증 
지원이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이제이제 고객은고객은 nmcli 명령줄명령줄 유틸리티를유틸리티를 사용할사용할 필요필요 없이없이 네네
트워크트워크 RHEL 시스템시스템 역할을역할을 사용하여사용하여 EAP-TLS에서에서 802.1X 인증을인증을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시스템을시스템을 구성구성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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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네트워크 RHEL 시스템시스템 역할은역할은 가능한가능한 경우경우 연결을연결을 중단하지중단하지 않고않고 링크링크 또는또는 네트워크네트워크 특성을특성을 
수정하려고수정하려고 합니다합니다.
     

      정보정보 메시지를메시지를 더더 이상이상 경고로경고로 출력하지출력하지 않고않고 디버깅디버깅 정보로정보로 출력하도록출력하도록 네트워크네트워크 모듈모듈 로그로그
의의 로깅이로깅이 수정되었습니다수정되었습니다.
     

      이제이제 Network RHEL System Role은은 NetworkManagers 기능을기능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오류가오류가 발생할발생할 경경
우우 구성을구성을 적용하여적용하여 부분적인부분적인 변경을변경을 방지합니다방지합니다.
     

    (BZ#1767177)
   

3.9. 보안보안

SCAP Security Guide는는 CIS RHEL 7 Benchmark v2.2.0과과 일치하는일치하는 프로파일을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scap-security-guide 패키지는패키지는 CIS Red Hat Enterprise Linux 7 Benchmark 
v2.2.0에에 맞는맞는 프로필을프로필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이이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면사용하면 CIS(Center for Internet Security)의의 지침을지침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시스템시스템 구성을구성을 강화할강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CIS Ansible 플레이북플레이북 및및 CIS SCAP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CIS로로 RHEL 7 시스템의시스템의 규정규정 준수를준수를 구성하고구성하고 자동화할자동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CIS 프로필의프로필의 rpm_verify_permissions 규칙이규칙이 제대로제대로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알려진알려진 문제문제 설명설명 CIS 프로프로
파일에서파일에서 rpm_verify_permissions 실패실패 을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821633)
   

SCAP 보안보안 가이드에서가이드에서  서비스를서비스를 올바르게올바르게 비활성화합니다비활성화합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SCAP Security Guide (SSG) 프로필은프로필은 시작하지시작하지 않아야않아야 하는하는 서비스를서비스를 올바르올바르

게게 비활성화하고비활성화하고 마스킹합니다마스킹합니다. 이렇게이렇게 하면하면 비활성화된비활성화된 서비스가서비스가 다른다른 서비스에서비스에 대한대한 종속성으로종속성으로 의도치의도치 
않게않게 시작되지시작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러한이러한 변경변경 전전 미국과미국과 같은같은 SSG 프로파일프로파일. C2S(Government Commercial 
Cloud Services) 프로필은프로필은 서비스가서비스가 비활성화된비활성화된 경우에만경우에만 비활성화됩니다비활성화됩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SSG 프로필에프로필에 
의해의해 비활성화된비활성화된 서비스를서비스를 먼저먼저 마스크마스크 해제하지해제하지 않는않는 한한 시작할시작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BZ#1791583)
   

RHEL 7 STIG 보안보안 프로필이프로필이 버전버전 V3R1로로 업데이트업데이트

     RHBA-2020:5451 권고를권고를 통해통해 SCAP 보안보안 가이드의가이드의 Red Hat Enterprise Linux 7 프로필에프로필에 대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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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 STIG 가가 최신최신 버전버전 V3R1 로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에서는업데이트에서는 더더 많은많은 적용적용 범위범위 및및 수정수정 
참조참조 문제가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RHEL7 STIG 벤치마크도벤치마크도 보다보다 안정적이고안정적이고 DSA(DSA)가가 제공하는제공하는 RHEL7 
STIG 벤치마크에벤치마크에 맞춰맞춰 조정됩니다조정됩니다.
    

    이전이전 버전의버전의 이이 프로필이프로필이 더더 이상이상 유효하지유효하지 않으므로않으므로 이이 프로필의프로필의 현재현재 버전만버전만 사용해야사용해야 합니다합니다. 여러여러 
규칙에규칙에 대한대한 OVAL 검사가검사가 변경되었으며변경되었으며, 이전이전 버전의버전의 SCAP 보안보안 가이드를가이드를 사용하여사용하여 강화된강화된 시스템은시스템은 
V3R1 버전을버전을 사용하는사용하는 검사에검사에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새새 버전의버전의 SCAP 보안보안 가이드로가이드로 수정을수정을 실행하여실행하여 규칙을규칙을 자동자동
으로으로 수정할수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주의주의

     자동자동 수정을수정을 통해통해 시스템이시스템이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을않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먼저먼저 테스트테스트 환경에서환경에서 수수
정을정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다음다음 규칙이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변경되었습니다.
   

CCE-80224-9

       이이 SSHD 구성의구성의 기본값이기본값이 지연된지연된 에서에서 yes 로로 변경되었습니다변경되었습니다. 이제이제 권장권장 사항에사항에 따라따라 값을값을 제공제공
해야해야 합니다합니다. 이이 문제문제 해결에해결에 대한대한 정보는정보는 규칙규칙 설명을설명을 확인하거나확인하거나 수정을수정을 실행하여실행하여 자동으로자동으로 해결합니해결합니

다다.
      

CCE-80393-2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execution_chcon
      

CCE-80394-0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execution_restorecon
      

CCE-80391-6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execution_semanage
      

CCE-80660-4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execution_setfiles
      

CCE-8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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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execution_setsebool
      

CCE-82362-5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execution_seunshare
      

CCE-80398-1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chage
      

CCE-80404-7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chsh
      

CCE-80410-4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crontab
      

CCE-80397-3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gpasswd
      

CCE-80403-9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newgrp
      

CCE-80411-2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pam_timestamp_chec
k
      

CCE-27437-3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
      

CCE-80395-7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passwd
      

CCE-80406-2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postdrop
      

CCE-8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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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postqueue
      

CCE-80408-8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ssh_keysign
      

CCE-80402-1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sudoedit
      

CCE-80401-3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sudo
      

CCE-80400-5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su
      

CCE-80405-4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umount
      

CCE-80396-5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unix_chkpwd
      

CCE-80399-9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_userhelper
      

    (BZ#1665233)
   

DISA STIG 버전버전 v3r3에에 대한대한 프로파일프로파일

     DSA(미국미국 정보정보 시스템시스템 에이전시에이전시)는는 RHEL 7 버전버전 3, 릴리스릴리스 3용용 STIG(Secure Technical 
Implementation Guide)의의 업데이트된업데이트된 버전을버전을 발표했습니다발표했습니다. RHBA-2021:2803 권고를권고를 통해통해 제공되는제공되는 업업
데이트는데이트는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기존기존 xccdf_org.ssgproject.content_profile_stig 프로필프로필 내의내의 모든모든 규칙을규칙을 최신최신 STIG 릴리릴리
스와스와 정렬합니다정렬합니다.
     

      GUI(그래픽그래픽 사용자사용자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가가 있는있는 시스템에시스템에 대해대해 새새 프로필프로필 
xccdf_org.ssgproject.content_profile_stig_gui 를를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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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Z#1958789, BZ#1970131)
   

scap-security-guide 에서에서 ANSSI-BP-028 High hardening 레벨레벨 프로파일을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RHBA-2021:2803 권고가권고가 릴리스되면서릴리스되면서 scap-security-guide 패키지는패키지는 High hardening 수준에서수준에서  
ANSSI-BP-028에에 대해대해 업데이트된업데이트된 프로필을프로필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이이 추가추가 기능은기능은 모든모든 ANSSI-BP-028 v1.2 강화강화 
수준에수준에 대한대한 프로필의프로필의 가용성을가용성을 완료합니다완료합니다. 업데이트된업데이트된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High hardening 수준에서수준에서  
GNU/Linux 시스템의시스템의 PID(National Security Agency)의의 권장권장 사항을사항을 준수하도록준수하도록 시스템을시스템을 구성할구성할 수수 있있
습니다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ANSSI Ansible 플레이북플레이북 및및 ANSSI SCAP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필요한필요한 ANSSI 강화강화 수준에수준에 
따라따라 RHEL 7 시스템의시스템의 규정규정 준수를준수를 구성하고구성하고 자동화할자동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전이전 버전과버전과 함께함께 제공된제공된 Draft 
ANSSI High 프로파일은프로파일은 ANSSI DAT-NT-028에에 정렬되었습니다정렬되었습니다. 프로필프로필 이름과이름과 버전이버전이 변경되었지만변경되었지만  
xccdf_org.ssgproject.content_profile_anssi_nt28_high 와와 같은같은 ANSSI 프로필의프로필의 ID는는 이전이전 버전과의버전과의 
호환성을호환성을 보장하기보장하기 위해위해 동일하게동일하게 유지됩니다유지됩니다.
   

경고경고

       자동자동 수정을수정을 통해통해 시스템이시스템이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을않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먼저먼저 테스트테스트 환경에서환경에서 수정을수정을 실행하는실행하는 것것
이이 좋습니다좋습니다.
      

    (BZ#1955180)
   

RHEL 8 STIG 프로필은프로필은 DISA STIG 콘텐츠와콘텐츠와 더더 잘잘 일치합니다일치합니다.

     scap-security-guide (SSG)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DISA STIG for Red Hat Enterprise Linux 7 프프
로필로필(xccdf_org.ssgproject.content_profile_stig)은은 보안보안 기술기술 구현구현 가이드가이드(STIG)의의 보안보안 기술기술 구현구현 가가
이드이드(STIG)에에 따른따른 시스템을시스템을 평가하는평가하는 데데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SSG의의 콘텐츠를콘텐츠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시스템을시스템을 수정수정
할할 수수 있지만있지만 DISA STIG 자동자동 콘텐츠를콘텐츠를 사용하여사용하여 평가해야평가해야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HBA-2022:6576 권고가권고가 릴릴
리스되면서리스되면서 DISA STIG RHEL 7 프로필이프로필이 DISA의의 콘텐츠와콘텐츠와 더더 잘잘 정렬됩니다정렬됩니다. 이로이로 인해인해 SSG 수정수정 후후 
DISA 콘텐츠에콘텐츠에 대한대한 결과가결과가 줄어듭니다줄어듭니다.
    

    다음다음 규칙의규칙의 평가는평가는 여전히여전히 달라집니다달라집니다.
   

      SV-204511r603261_rule - CCE-80539-0 (auditd_audispd_disk_full_action)
     

      SV-204597r792834_rule - CCE-27485-2 (file_permissions_sshd_private_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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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또한 DISA의의 RHEL 7 STIG 규칙규칙 SV-204405r603261_rule은은 SSG RHEL 7 STIG 프로필에서프로필에서 다루지다루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Z#1967950)
   

SCAP 규칙규칙 audit_rules_for_ospp에에 추가된추가된 대규모대규모 시스템에시스템에 대한대한 감사감사 로그로그 버퍼를버퍼를 구성하는구성하는 경고경고 메시메시
지지

     SCAP 규칙규칙 xccdf _org.sgproject.content_rule_audit_rules_for_ospp 는는 이제이제 이이 규칙에규칙에 의해의해 구성구성
된된 감사감사 로그로그 버퍼가버퍼가 너무너무 작을작을 수수 있는있는 대규모대규모 시스템에시스템에 성능성능 경고를경고를 표시하고표시하고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값을값을 재정의재정의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경고는경고는 더더 큰큰 감사감사 로그로그 버퍼를버퍼를 구성하는구성하는 프로세스도프로세스도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RHBA-2022:6576 권고권고
가가 릴리스되어릴리스되어 대규모대규모 시스템을시스템을 계속계속 준수하고준수하고 감사감사 로그로그 버퍼를버퍼를 올바르게올바르게 설정할설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993822)
   

3.10. 서버서버 및및 서비스서비스

새로운새로운 패키지패키지: SAP 용용 compat-unixODBC234

     새로운새로운 compat-unixODBC234 패키지는패키지는 ODBC 프로토콜을프로토콜을 통해통해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액세스를 지원하는지원하는 프프
레임워크레임워크 버전버전 2.3.4의의 unixODBC 를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이이 새새 패키지는패키지는 SAP backint 인터페이스를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사용하여 
SAP HANA 데이터베이스의데이터베이스의 스트리밍스트리밍 백업을백업을 활성화하도록활성화하도록 RHEL 7 for SAP Solutions sap-hana 리포리포
지토리에서지토리에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SAP 솔루션용솔루션용 Red Hat Enterprise Linux 서브스크립션서브스크립션 
개요를개요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compat-unixODBC234 패키지는패키지는 기본기본 RHEL 7 unixODBC 패키지와패키지와 충돌합니다충돌합니다. 따라서따라서 compat-
unix ODBC234를를 설치하기설치하기 전에전에 unix ODBC 를를 제거합니다제거합니다.
   

    이이 패키지는패키지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4 Update Services for SAP Solutions, Red Hat 
Enterprise Linux 7.6 Extended Update Support 및및 RHEA-2020:2178 권고를권고를 통해통해 Red Hat 
Enterprise Linux 7.7 Extended Update Support에도에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SAP용용 compat-unixODBC234 패키지에는패키지에는 unixODBC 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 로드하기로드하기 위한위한 심볼릭심볼릭 링크가링크가 필필
요합니다요합니다.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790655)
   

MariaDB 가가 버전버전 5.5.68로로 업데이트업데이트

3장장. 새로운새로운 기능기능

17

https://access.redhat.com/errata/RHBA-2022:6576
https://bugzilla.redhat.com/show_bug.cgi?id=1993822
https://access.redhat.com/solutions/3082481
https://access.redhat.com/errata/RHEA-2020:2178


     RHEL 7.9에서는에서는 MariaDB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서버가서버가 버전버전 5.5.68로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이 릴리스는릴리스는 최최
근근 업스트림업스트림 유지유지 관리관리 릴리스의릴리스의 여러여러 보안보안 및및 버그버그 수정을수정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BZ#1834835)
   

3.11. 스토리지스토리지

DIF/DIX(데이터데이터 무결성무결성 필드필드/데이터데이터 무결성무결성 확장확장) 지원지원

     DIF/DIX는는 하드웨어하드웨어 벤더가벤더가 이를이를 검증하고검증하고 RHEL의의 특정특정 HBA(Host Bus Adapter) 및및 스토리지스토리지 어레어레
이이 구성에구성에 대한대한 완벽한완벽한 지원을지원을 제공하는제공하는 구성에서구성에서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DIF/DIX는는 다음다음 설정에서설정에서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부팅부팅 장치에서는장치에서는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가상화된가상화된 게스트에서는게스트에서는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ed Hat은은 DIF/DIX가가 활성화된활성화된 경우경우 ASMLib(Automatic Storage Management library) 사사
용을용을 지원하지지원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DIF/DIX는는 스토리지스토리지 장치에서장치에서 활성화활성화 또는또는 비활성화되며비활성화되며, 애플리케이션에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이르기까지 다양한다양한 계층이계층이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스토리지스토리지 장치에서장치에서 DIF를를 활성화하는활성화하는 방법은방법은 장치장치 종속적입니다종속적입니다.
   

    DIF/DIX 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What is DIF/DIX 를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649493)
   

3.12. ATOMIC HOST 및및 컨테이너컨테이너

    Red Hat Enterprise Linux Atomic Host 는는 Linux 컨테이너컨테이너 실행을실행을 위해위해 최적화된최적화된 안전하고안전하고 경량이며경량이며 
최소한의최소한의 공간공간 절약형절약형 운영운영 체제입니다체제입니다. 최신최신 새로운새로운 기능기능, 알려진알려진 문제문제 및및 기술기술 프리뷰는프리뷰는 Atomic Host 및및 
Containers 릴리스릴리스 노트노트 를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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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중요

     Red Hat Enterprise Linux Atomic Host 는는 2020년년 8월월 6일부터일부터 폐지되었으며폐지되었으며 활성활성 지지
원은원은 더더 이상이상 제공되지제공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3.13. RED HAT SOFTWARE COLLECTIONS

    RHSCL (Red Hat Software Collections) 은은 Red Hat 콘텐츠콘텐츠 집합으로집합으로, AMD64 및및 Intel 64 아키텍처아키텍처, 
IBM Z 및및 IBM POWER, little endian에에 지원되는지원되는 모든모든 Red Hat Enterprise Linux 7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설치설치 및및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는있는 동적동적 프로그래밍프로그래밍 언어언어,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서버서버 및및 관련관련 패키지패키지 세트를세트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Red Hat Developer Toolset 은은 Red Hat Enterprise Linux 플랫폼에서플랫폼에서 작업하는작업하는 개발자를개발자를 위해위해 설계설계
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GNU 컴파일러컴파일러 컬렉션컬렉션, GNU 디버거디버거 및및 기타기타 개발개발, 디버깅디버깅 및및 성능성능 모니터링모니터링 툴의툴의 현재현재 버전을버전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Red Hat Developer Toolset은은 별도의별도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컬렉션으로컬렉션으로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Red Hat Software Collections와와 함께함께 배포된배포된 동적동적 언어언어,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서버서버 및및 기타기타 툴은툴은 Red Hat 
Enterprise Linux로로 제공되는제공되는 기본기본 시스템시스템 툴을툴을 대체하지대체하지 않으며않으며, 이들이들 툴보다툴보다 선호되는선호되는 것도것도 아닙니다아닙니다. 
Red Hat Software Collections는는 scl 유틸리티를유틸리티를 기반으로기반으로 하는하는 대체대체 패키징패키징 메커니즘을메커니즘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병렬병렬 
패키지패키지 세트를세트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이이 세트를세트를 사용하면사용하면 Red Hat Enterprise Linux에서에서 대체대체 패키지패키지 버전을버전을 선택선택
적으로적으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사용자는사용자는 scl 유틸리티를유틸리티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언제든지언제든지 실행할실행할 패키지패키지 버전을버전을 선택할선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중요중요

     Red Hat Software Collections는는 Red Hat Enterprise Linux보다보다 라이프사이클라이프사이클 및및 지지
원원 기간이기간이 짧습니다짧습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Red Hat Software Collections 제품제품 라이프라이프 사이클을사이클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개별개별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컬렉션의컬렉션의 세트세트, 시스템시스템 요구요구 사항사항, 알려진알려진 문제문제, 사용량사용량 및및 세부세부 사항에사항에 포함된포함된 구성구성 요요
소는소는 Red Hat Software Collections 설명서설명서 를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이이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컬렉션컬렉션, 설치설치, 사용사용, 알려진알려진 문제문제 등에등에 포함된포함된 구성구성 요소에요소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Red Hat 
Developer Toolset 설명서설명서 를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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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장. 외부외부 커널커널 매개매개 변수로의변수로의 중요한중요한 변경변경

   이이 장에서는장에서는 시스템시스템 관리자에게관리자에게 Red Hat Enterprise Linux 7.9와와 함께함께 배포된배포된 커널의커널의 중요한중요한 변경변경 사항사항
을을 요약합니다요약합니다. 이러한이러한 변경변경 사항에는사항에는 proc 항목항목, sysctl 및및 sysfs 기본값기본값, 부팅부팅 매개매개 변수변수, 커널커널 구성구성 옵션옵션 
또는또는 눈에눈에 보이는보이는 동작동작 변경이변경이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4.1. 새새 커널커널 매개변수매개변수

bert_disable [ACPI]

       이이 매개매개 변수는변수는 결함결함 있는있는 BIOS에서에서 부트부트 오류오류 레코드레코드 테이블테이블(BERT)을을 비활성화합니다비활성화합니다.
      

       BERT는는 4개의개의 ACPI Platform Error Interface 테이블테이블 중중 하나로하나로, 이전이전 부팅부팅 및및 펌웨어에서펌웨어에서 발생발생
한한 하드웨어하드웨어 오류오류 로그를로그를 가져오는가져오는 데데 사용되며사용되며, 예를예를 들어들어 NMI(maskable interrupt) 또는또는 
MCE(Machine-check exception)를를 통해통해 커널에커널에 런타임런타임 시시 오류에오류에 대해대해 알리지알리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활성화활성화(_enable) [ACPI]

       RHEL7만만 해당해당. 이이 매개변수는매개변수는 BERT(부팅부팅 오류오류 레코드레코드 테이블테이블)를를 활성화합니다활성화합니다. 기본기본 상태가상태가 비비
활성화되어활성화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page_owner = [KNL]

       각각 페이지를페이지를 할당한할당한 사용자에사용자에 대한대한 정보의정보의 스토리지는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매매
개변수를개변수를 사용하면사용하면 다음다음 옵션을옵션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이러한이러한 정보를정보를 저장할저장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의의 기능기능 활성화활성화

        

srbds = [X86,INTEL]

       이이 매개변수는매개변수는 SRBDS(Special Register Buffer Data Sampling) 완화를완화를 제어합니다제어합니다.
      

       특정특정 CPU는는 MDS와와 유사유사(Microarchitectural Data Sampling) 위협에위협에 취약하여취약하여 임의임의 번호번호 생성생성
기에서기에서 비트를비트를 누출할누출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이이 문제는문제는 마이크로마이크로 코드로코드로 완화됩니다완화됩니다. 그러나그러나 마이크로마이크로 코드코드 수정으로수정으로 인해인해 
RDRAND (읽기읽기 임의로임의로 읽기읽기) 및및 RDSEED 명령이명령이 훨씬훨씬 느려질느려질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다른다른 영향으로영향으로 인해인해 
/dev/urandom 파일에서파일에서 처리량이처리량이 줄어듭니다줄어듭니다.
      

       다음다음 옵션을옵션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마이크로마이크로 코드코드 완화를완화를 비활성화할비활성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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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 - 완화완화 기능을기능을 비활성화하고비활성화하고 RDRAND 및및 RDSEED 에에 대한대한 성능성능 영향을영향을 제거합니다제거합니다.
        

4.2. 새로운새로운 /PROC/SYS/KERNEL/ 매개변수매개변수

hyperv_record_panic_msg

       이이 매개변수는매개변수는 패닉패닉 커널커널(kmsg) 데이터가데이터가 Hyper-V로로 보고되는지보고되는지 여부를여부를 제어합니다제어합니다.
      

       값은값은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0 - 패닉패닉 kmsg 데이터를데이터를 보고하지보고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
        

         1 - 패닉패닉 kmsg 데이터를데이터를 보고합니다보고합니다. 기본기본 동작입니다동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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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장. 장치장치 드라이버드라이버

   이이 장에서는장에서는 새새 장치장치 드라이버드라이버 또는또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9에서에서 업데이트한업데이트한 모든모든 장치장치 드라이버드라이버

에에 대한대한 포괄적인포괄적인 목록을목록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5.1. 새새 드라이버드라이버

그래픽그래픽 드라이버드라이버 및및 기타기타 드라이버드라이버

      Intel 10nm 서버서버 프로세서프로세서 용용 MC 드라이버드라이버 (i10nm_edac.ko.xz)
     

5.2. 업데이트된업데이트된 드라이버드라이버

네트워크네트워크 드라이버드라이버 업데이트업데이트

      NFS(Netronome Flow Processor) 드라이버드라이버(nfp.ko.xz)가가 버전버전 3.10.0-1150.el7.x86_64로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업데이트되었습니다.
     

      VMware vmxnet3 가상가상 NIC 드라이버드라이버(vmxnet3.ko.xz)가가 버전버전 1.4.17.0-k로로 업데이트되었습업데이트되었습

니다니다.
     

스토리지스토리지 드라이버드라이버 업데이트업데이트

      Qlogic FCoE Driver(bnx2fc.ko.xz)가가 버전버전 2.12.13으로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업데이트되었습니다.
     

      HP Smart Array Controller(hpsa.ko.xz)용용 드라이버가드라이버가 버전버전 3.4.20-170-RH5로로 업데이트되업데이트되

었습니다었습니다.
     

      Broadcom RAID SAS Driver(megaraid_sas.ko.xz)가가 버전버전 07.714.04.00-rh1로로 업데이트되업데이트되

었습니다었습니다.
     

      Qlogic 파이버파이버 채널채널 HBA 드라이버드라이버(qla2xxx.ko.xz)가가 버전버전 10.01.00.22.07.9-k로로 업데이트되업데이트되

었습니다었습니다.
     

      Microsemi Smart Family Controller 버전버전(smartpqi.ko.xz)용용 드라이버가드라이버가 버전버전 1.2.10-099로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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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장. 주요주요 버그버그 수정수정

   이이 장에서는장에서는 사용자에게사용자에게 중요한중요한 영향을영향을 미치는미치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9에서에서 수정된수정된 버그에버그에 대해대해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6.1. 인증인증 및및 상호상호 운용성운용성

Directory Server에에 SASL 바인딩을바인딩을 사용할사용할 때때 교착교착 상태가상태가 더더 이상이상 발생하지발생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Directory Server에에 대한대한 SASL 바인딩에서바인딩에서 연결연결 프로세스프로세스 중에중에 수정된수정된 콜백콜백 사용을사용을 시도할시도할 
수수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그그 결과결과 교착교착 상태가상태가 발생하고발생하고 Directory Server가가 예기치예기치 않게않게 종료되었습니다종료되었습니다. 이번이번 업업
데이트를데이트를 통해통해 서버는서버는 사용사용 중인중인 동안동안 IO 계층계층 및및 콜백을콜백을 수정하지수정하지 않는않는 연결연결 잠금을잠금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결과적결과적

으로으로 SASL 바인드를바인드를 사용할사용할 때때 교착교착 상태가상태가 더더 이상이상 발생하지발생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Z#1801327)
   

389-ds-base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Directory Server 사용자가사용자가 소유한소유한 디렉터리에디렉터리에 필요한필요한 권한을권한을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Directory Server 사용자가사용자가 소유한소유한 파일파일 시스템에시스템에 있는있는 디렉터리에디렉터리에 올바른올바른 권한이권한이 없는없는 경우경우 디렉터리디렉터리 
서버서버 유틸리티에서유틸리티에서 적절하게적절하게 조정합니다조정합니다. 그러나그러나 이러한이러한 권한이권한이 RPM 설치설치 중에중에 설정된설정된 권한과권한과 다른다른 경우경우 
rpm -V 389-ds-base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RPM을을 확인하는확인하는 데데 실패했습니다실패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에서는업데이트에서는 RPM의의 
권한이권한이 수정되었습니다수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389-ds-base 패키지를패키지를 확인해도확인해도 더더 이상이상 잘못된잘못된 권한에권한에 대해대해 보고하보고하

지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Z#1700987)
   

IPv6와와 함께함께 ACI에서에서 ip 바인딩바인딩 규칙을규칙을 사용할사용할 때때 Directory Server에서에서 메모리메모리 누수가누수가 수정되었습니다수정되었습니다.

     Directory Server의의 ACI(액세스액세스 제어제어 명령명령) 컨텍스트가컨텍스트가 연결에연결에 연결되어연결되어 있으며있으며 IPv4 및및 IPv6 프로토프로토

콜의콜의 구조를구조를 포함합니다포함합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클라이언트가클라이언트가 연결을연결을 종료할종료할 때때 Directory Server가가 유일한유일한 IPv4 구조구조
와와 컨텍스트를컨텍스트를 제거했습니다제거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관리자가관리자가 IP 바인딩바인딩 규칙을규칙을 사용하여사용하여 ACI를를 구성하면구성하면 Directory 
Server에서에서 IPv6 구조의구조의 메모리가메모리가 유출되었습니다유출되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서버는서버는 연결연결 끝에끝에 IPv4 및및 IPv6 
구조를구조를 모두모두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Directory Server에서에서 더더 이상이상 언급된언급된 시나리오에서시나리오에서 메모리메모리

가가 유출되지유출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Z#1796558)
   

IP 바인딩바인딩 규칙과규칙과 함께함께 ACI를를 사용할사용할 때때 Directory Server에서에서 더더 이상이상 메모리가메모리가 유출되지유출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Directory Server ACI(액세스액세스 제어제어 명령명령)에에 ip bind 규칙이규칙이 포함된포함된 경우경우 서버는서버는 ACI를를 평가하면서평가하면서 ip 
키워드의키워드의 값을값을 참조로참조로 저장합니다저장합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평가가평가가 완료된완료된 Directory Server에서에서 ip 값을값을 해제하지해제하지 않았않았

6장장. 주요주요 버그버그 수정수정

23

https://bugzilla.redhat.com/show_bug.cgi?id=1801327
https://bugzilla.redhat.com/show_bug.cgi?id=1700987
https://bugzilla.redhat.com/show_bug.cgi?id=1796558


습니다습니다. 그그 결과결과 서버가서버가 ip bind 규칙을규칙을 사용하여사용하여 ACI를를 평가할평가할 때마다때마다 서버에서서버에서 약약 100바이트의바이트의 메모리메모리

가가 유출되었습니다유출되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Directory Server는는 커넥션별커넥션별 구조에서구조에서 ip 값을값을 추적하고추적하고 연결연결
이이 닫히면닫히면 구조를구조를 해제합니다해제합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Directory Server는는 더더 이상이상 언급된언급된 시나리오에서시나리오에서 메모리를메모리를 유유
출하지출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Z#1769418)
   

디렉터리디렉터리 서버는서버는 더더 이상이상 rootdn-allow-ip 및및 rootdn-deny-ip  매개변수의매개변수의 와일드카드를와일드카드를 거부하지거부하지 않습니않습니

다다.

     이전이전 버전에서는버전에서는 관리자가관리자가 cn=RootDN Access Control 플러그인플러그인,cn=plugins,cn=config 항목에서항목에서  
rootdn-allow-ip 또는또는 rootdn-deny-ip 매개변수에매개변수에 와일드카드를와일드카드를 설정하려고설정하려고 하면하면 Directory Server에서에서 
값을값을 거부했습니다거부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언급된언급된 매개매개 변수에서변수에서 허용되거나허용되거나 거부된거부된 IP 주소를주소를 지정할지정할 때때 
와일드카드를와일드카드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807537)
   

Directory Server는는 시스템시스템 시간을시간을 검색하는검색하는 데데 실패하거나실패하거나 시간시간 차이가차이가 너무너무 크면크면 업데이트업데이트 작업을작업을 거부거부
합니다합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system time() 함수를함수를 호출하지호출하지 못하거나못하거나 함수에서함수에서 예기치예기치 않은않은 값을값을 반환했을반환했을 때때 Directory 
Server의의 CSR(변경변경 순서순서 번호번호)이이 손상될손상될 수수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그그 결과결과 관리자는관리자는 해당해당 환경의환경의 모든모든 복제본을복제본을 다다
시시 초기화해야초기화해야 했습니다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time() 함수가함수가 실패한실패한 경우경우 Directory Server에서에서 업데이업데이

트트 작업을작업을 거부하고거부하고, Directory Server에서에서 더더 이상이상 언급된언급된 시나리오에서시나리오에서 손상된손상된 CSN을을 생성하지생성하지 않습니않습니

다다.
    

    시간시간 차이가차이가 1일보다일보다 크면크면 서버는서버는 INFO - csngen_new_csn - /var/log/dirsrv/slapd-
<instance_name>/error 파일에서파일에서 INFO - csngen_new_ csn - qN 시간시간 메시지에서메시지에서 감지된감지된 큰큰 건너뛰기건너뛰기

를를 기록합니다기록합니다. 그러나그러나 Directory Server는는 여전히여전히 scN을을 생성하며생성하며 업데이트업데이트 작업을작업을 거부하지는거부하지는 않습니않습니

다다.
   

    (BZ#1837105)
   

Directory Server가가 스키마를스키마를 업데이트하는업데이트하는 동안동안 중단되지중단되지 않음않음

     이전에는이전에는 검색검색 및및 수정수정 작업이작업이 혼합혼합 로드되는로드되는 동안동안 Directory Server 스키마를스키마를 업데이트하면업데이트하면 모든모든 검검
색색 및및 수정수정 작업이작업이 차단되었으며차단되었으며 서버가서버가 중단된중단된 것처럼것처럼 표시되었습니다표시되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에서는업데이트에서는 스키마스키마 업업
데이트데이트 중에중에 뮤텍스뮤텍스 잠금을잠금을 조정합니다조정합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스키마를스키마를 업데이트하는업데이트하는 동안동안 서버가서버가 중지되지중지되지 않습니않습니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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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Z#1824930)
   

간접간접 COS 정의를정의를 사용할사용할 때때 디렉터리디렉터리 서버가서버가 더더 이상이상 메모리를메모리를 유출하지유출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COS(서비스로서의서비스로서의 클래스클래스) 정의를정의를 처리한처리한 후후 Directory Server에서에서 간접간접 COS 정의를정의를 사용사용
하는하는 각각 검색검색 작업에작업에 대해대해 메모리가메모리가 누수되었습니다누수되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Directory Server를를 처리한처리한 후후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항목과항목과 관련된관련된 모든모든 내부내부 COS 구조를구조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간접간접 COS 정의를정의를 
사용할사용할 때때 서버에서서버에서 더더 이상이상 메모리가메모리가 유출되지유출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Z#1827284)
   

SSSD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AD 클라이언트에클라이언트에 전송된전송된 암호암호 만료만료 알림알림

     이전에는이전에는 Kerberos 자격자격 증명을증명을 취득하기취득하기 위한위한 SSSD 인터페이스가인터페이스가 최근최근 변경되어변경되어 SSSD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Active Directory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IdM)가가 암호암호 만료만료 알림이알림이 전송되지전송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Kerberos 인터페이스가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되어업데이트되어 이제이제 만료만료 알림이알림이 올바르게올바르게 전송됩니다전송됩니다.
   

    (BZ#1733289)
   

KDC가가 LDAP 백엔드의백엔드의 암호암호 수명수명 정책을정책을 올바르게올바르게 적용적용

     이전에는이전에는 Kerberos LDAP 백엔드가백엔드가 암호암호 정책을정책을 잘못잘못 적용했기적용했기 때문에때문에 비비IPA Kerberos 배포배포 센터센터
(KDC)가가 최대최대 암호암호 수명이수명이 보장되지보장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Kerberos LDAP 백엔드가백엔드가 수정수정
되었으며되었으며 암호암호 라이프사이클이라이프사이클이 예상대로예상대로 작동합니다작동합니다.
    

    (BZ#1782492)
   

nuxwdog 가가 활성화된활성화된 경우경우 pkidaemon 툴에서툴에서 PKI 인스턴스의인스턴스의 올바른올바른 상태를상태를 보고보고

     이전에는이전에는 pkidaemon status 명령에서명령에서 nuxwdog watchdog가가 활성화된활성화된 PKI 서버서버 인스턴스에인스턴스에 대한대한 올올
바른바른 상태를상태를 보고하지보고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pkidaemon 은은 nuxwdog 가가 활성화되었는지활성화되었는지 감감
지하고지하고 PKI 서버의서버의 올바른올바른 상태를상태를 보고합니다보고합니다.
    

    (BZ#1487418)
   

6.2. 컴파일러컴파일러 및및 툴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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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Piece Perl 모듈의모듈의 strptime() 메서드가메서드가 Julian 날짜를날짜를 올바르게올바르게 구문구문 분석합니다분석합니다.

     Time::Piece Perl 모듈은모듈은 strptime() 메서드를메서드를 사용하여사용하여%j(연도연도)를를 올바르게올바르게 구문구문 분석하지분석하지 않았습니않았습니

다다. 그그 결과결과 Julian 날짜가날짜가 잘못잘못 구문구문 분석되었습니다분석되었습니다. 이이 버그는버그는 수정되었으며수정되었으며 Time::Piece 모듈에서모듈에서 제제
공하는공하는 strptime() 메서드가메서드가 이제이제 Julian 날짜가날짜가 올바르게올바르게 처리됩니다처리됩니다.
    

    (BZ#1751381)
   

perl-devel 의의 문서문서 파일에파일에 더더 이상이상 그룹에그룹에 대한대한 쓰기쓰기 권한이권한이 없습니다없습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perl-devel 패키지의패키지의 특정특정 문서문서 파일에파일에 그룹에그룹에 대한대한 쓰기쓰기 권한이권한이 설정되어설정되어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결과결과
적으로적으로 root 그룹의그룹의 사용자는사용자는 보안보안 위험을위험을 나타내는나타내는 이러한이러한 파일에파일에 쓸쓸 수수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통
해해 영향을영향을 받는받는 파일에파일에 대해대해 그룹의그룹의 쓰기쓰기 비트가비트가 제거되었습니다제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perl-devel 의의 설명서설명서 파일파일
에에 그룹에그룹에 대한대한 쓰기쓰기 권한이권한이 설정되어설정되어 있지있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Z#1806523)
   

6.3. 커널커널

이제이제 me raid_sas 드라이버에서드라이버에서 최대최대 절전절전 모드로모드로 다시다시 시작시작

     이전에는이전에는 megaraid_sas 드라이버가드라이버가 hibernation에서에서 다시다시 시작할시작할 때때 MSIx(Message signaled 
Interrupts) 할당이할당이 제대로제대로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그그 결과결과 최대최대 절전절전 모드로모드로 다시다시 시작할시작할 수수 없었습니다없었습니다. 
이로이로 인해인해 시스템을시스템을 다시다시 시작해야시작해야 했습니다했습니다. 이이 버그가버그가 수정되었으며수정되었으며 이제이제 최대최대 절전절전 모드로모드로 다시다시 시작할시작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807077)
   

the nf-logger 프레임워크에서프레임워크에서 로그인로그인 비활성화가비활성화가 수정되었습니다수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관리자가관리자가 sysctl 또는또는 echo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할당된할당된 netfilter 로거를로거를 해제할해제할 때때 NUL-
character가가 NONE 문자열문자열 끝에끝에 추가되지추가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strcmp() 함수가함수가 no such file 또는또는 
directory 오류와오류와 함께함께 실패했습니다실패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에서는업데이트에서는 문제가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해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sysctl 
net.netfilter.nf_log.2=NONE 과과 같은같은 명령이명령이 예상대로예상대로 작동하고작동하고 로깅을로깅을 비활성화합니다비활성화합니다.
    

    (BZ#1770232)
   

파일파일 시스템시스템 생성생성 시시 스토리지스토리지 장치가장치가 유효하지유효하지 않은않은 것으로것으로 보고된보고된 경우에도경우에도 XFS가가 올바르게올바르게 마운트됩마운트됩

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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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EL 7.8에서는에서는 유효하지유효하지 않은않은 스트라이프가스트라이프가 mkfs.xfs 툴에툴에 보고된보고된 블록블록 장치에장치에 SB 스트라이프스트라이프 단위단위 
온전성온전성 검사가검사가 실패하여실패하여 XFS 파일파일 시스템을시스템을 마운트하지마운트하지 못했습니다못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이제이제 잘못된잘못된 스트라이프를스트라이프를 기반으로기반으로 생성된생성된 경우에도경우에도 XFS에서에서 파일파일 시스템을시스템을 마마
운트합니다운트합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https://access.redhat.com/solutions/5075561 솔루션솔루션 문서를문서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836292)
   

6.4. 네트워킹네트워킹

동일한동일한 영역영역 파일을파일을 BIND의의 여러여러 보기보기 또는또는 영역에영역에 포함할포함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IND 9.11에서는에서는 쓰기쓰기 가능한가능한 데몬데몬 영역영역 파일이파일이 여러여러 번번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지않는지 확인하기확인하기 위해위해 추가추가 검사를검사를  
도입하여도입하여 영역영역 저널저널 직렬화에직렬화에 오류가오류가 발생했습니다발생했습니다. 그그 결과결과 이이 데몬에서데몬에서 BIND ✓에서에서 허용하는허용하는 구성을구성을 
더더 이상이상 수락하지수락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구성구성 파일파일 확인의확인의 치명적인치명적인 오류오류 메시지가메시지가 경고로경고로 교교
체되므로체되므로 동일한동일한 영역영역 파일을파일을 여러여러 보기보기 또는또는 영역에영역에 포함할포함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보기보기 절을절을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이것이 더더 나은나은 솔루션으로솔루션으로 권장됩니다권장됩니다.
   

    (BZ#1744081)
   

영역영역 드리프트를드리프트를 비활성화하기비활성화하기 위해위해 구성구성 매개매개 변수가변수가 firewalld 에에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firewalld 서비스에서비스에 "zone drifting"이라는이라는 문서화되지문서화되지 않은않은 동작이동작이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RHEL 7.8은은 보안에보안에 부정적인부정적인 영향을영향을 미칠미칠 수수 있기있기 때문에때문에 이이 동작을동작을 제거했습니다제거했습니다. 그그 결과결과 이이 동작을동작을 사사
용하여용하여 범용범용 또는또는 폴백폴백 영역을영역을 구성하는구성하는 호스트에서호스트에서 firewalld 는는 이전에이전에 허용된허용된 연결을연결을 거부했습니다거부했습니다. 이이
번번 업데이트에서는업데이트에서는 영역영역 드리프트드리프트 동작을동작을 구성구성 가능한가능한 기능으로기능으로 다시다시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사용자는사용자는 
이제이제 영역영역 드리프트드리프트 사용을사용을 결정하거나결정하거나 더더 안전한안전한 방화벽방화벽 설정에설정에 대한대한 동작을동작을 비활성화할비활성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RHEL 7.9에서는에서는 /etc/firewalld/firewalld.conf 파일의파일의 새로운새로운 AllowZoneDrifting 매개매개 변변
수가수가 yes 로로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매개매개 변수가변수가 활성화된활성화된 경우경우 firewalld 로그는로그는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WARNING: AllowZoneDrifting is enabled. This is considered an insecure configuration option. It will 
be removed in a future release. Please consider disabling i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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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Z#1796055)
   

RHEL은은 firewalld 로그로그 파일파일 순환순환

     이전에는이전에는 RHEL에서에서 firewalld 로그로그 파일을파일을 순환하지순환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그그 결과결과 /var/log/firewalld 로그로그 파파
일이일이 무기한무기한 증가했습니다증가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에서는업데이트에서는 firewalld 서비스에서비스에 대한대한 /etc/logrotate.d/firewalld 로그로그 
회전회전 구성구성 파일을파일을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var/log/firewalld 로그가로그가 순환되고순환되고 사용자는사용자는 
/etc/logrotate.d/firewalld 파일에서파일에서 순환순환 설정을설정을 사용자사용자 지정할지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754117)
   

6.5. 보안보안

재귀적재귀적 종속성으로종속성으로 인해인해 더더 이상이상 OpenSCAP 충돌이충돌이 발생하지발생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systemd 장치에장치에 종속종속 장치가장치가 있을있을 수수 있기있기 때문에때문에 OpenSCAP 스캔에스캔에 순환적순환적 종속성이종속성이 발생하여발생하여 스스
캔이캔이 예기치예기치 않게않게 종료될종료될 수수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OpenSCAP은은 더더 이상이상 이전에이전에 분석한분석한 단단
위를위를 분석하지분석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종속성이종속성이 Cyclical인인 경우에도경우에도 검사가검사가 유효한유효한 결과를결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완료완료
합니다합니다.
    

    (BZ#1478285)
   

OpenSCAP 스캐너스캐너 결과에결과에 더더 이상이상 많은많은 SELinux 컨텍스트컨텍스트 오류오류 메시지가메시지가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지있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OpenSCAP 스캐너에서스캐너에서 true 오류가오류가 아닌아닌 상황에서도상황에서도 ERROR 수준에서수준에서 SELinux 컨텍스트컨텍스트

를를 가져올가져올 수수 없는없는 상황을상황을 기록했습니다기록했습니다. 그그 결과결과 스캐너스캐너 결과에는결과에는 많은많은 SELinux 컨텍스트컨텍스트 오류오류 메시지가메시지가 
포함되었으며포함되었으며, oscap 명령줄명령줄 유틸리티와유틸리티와 SCAP Workbench 그래픽그래픽 유틸리티유틸리티 출력을출력을 읽기가읽기가 어려웠습니어려웠습니

다다. openscap 패키지가패키지가 수정되었으며수정되었으며 스캐너스캐너 결과에결과에 더더 이상이상 많은많은 SELinux 컨텍스트컨텍스트 오류오류 메시지가메시지가 포포
함되지함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Z#1640522)
   

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 가가 권한권한 있는있는 명령에명령에 대해대해 올바르게올바르게 작동합니다작동합니다

     scap-security-guide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audit_rules_privileged_commands 규칙의규칙의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적용해도적용해도 
명령명령 이름을이름을 구문구문 분석할분석할 때때 특별한특별한 사례를사례를 고려하지고려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또한또한 특정특정 규칙의규칙의 순서에순서에 따라따라 성공적으성공적으

로로 해결되지해결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그그 결과결과 연속연속 검사에서검사에서 규칙을규칙을 다시다시 실패로실패로 보고했지만보고했지만 보고된보고된 규칙규칙 조합의조합의 수정수정
이이 수정되었습니다수정되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에서는업데이트에서는 규칙규칙 및및 규칙규칙 순서의순서의 정규정규 표현식이표현식이 개선되었습니다개선되었습니다. 결과적으결과적으

로로 수정수정 후후 권한이권한이 있는있는 모든모든 명령이명령이 올바르게올바르게 감사됩니다감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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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Z#1691877)
   

SCAP 보안보안 가이드의가이드의 업데이트된업데이트된 규칙규칙 설명설명

     지원되는지원되는 모든모든 버전의버전의 RHEL에에 대해대해 기본기본 커널커널 매개매개 변수를변수를 안정적으로안정적으로 결정할결정할 수수 없기없기 때문에때문에 커널커널 매매
개개 변수변수 설정을설정을 확인하려면확인하려면 항상항상 명시적명시적 구성이구성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구성구성 가이드의가이드의 텍스트에서텍스트에서 기본기본 버전을버전을 준수준수
하는하는 경우경우 명시적명시적 설정이설정이 필요하지필요하지 않다고않다고 잘못잘못 설명했습니다설명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scap-security-
guide 패키지의패키지의 규칙규칙 설명에서설명에서 규정규정 준수준수 평가평가 및및 해당해당 수정을수정을 올바르게올바르게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BZ#1494606)
   

configure_firewalld_rate_limiting 이이 올바르게올바르게 속도속도 제한제한 연결연결

     이전에이전에 시스템이시스템이 모든모든 트래픽을트래픽을 허용하도록허용하도록 구성한구성한 서비스서비스 거부거부(DoS) 공격으로부터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시스템을 보호하보호하

는는 configure_firewalld_rate_limiting 규칙규칙.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이이 규칙을규칙을 수정한수정한 후후 시스템이시스템이 연결을연결을 
올바르게올바르게 속도속도 제한합니다제한합니다.
    

    (BZ#1609014)
   

dconf_gnome_login_banner_text 가가 더더 이상이상 잘못잘못 실패하지실패하지 않음않음

     scap-security- guide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이전에이전에 scap-security-guide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dconf_gnome_login_banner_text 규칙규칙 수정이수정이 실패한실패한 경우경우 구성을구성을 스캔하지스캔하지 못했습니다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수정을수정을 적용해도적용해도 로그인로그인 배너배너 구성을구성을 올바르게올바르게 업데이트할업데이트할 수수 없었습니다없었습니다. 이로이로 인해인해 예상된예상된 결과와결과와 일치일치
하지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Bash 및및 Ansible 해결이해결이 보다보다 신뢰할신뢰할 수수 있으며있으며 OVAL 표준을표준을 사사
용하여용하여 구현된구현된 구성구성 검사에검사에 맞게맞게 조정됩니다조정됩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수정이수정이 올바르게올바르게 작동하고작동하고 수정수정 후후 규칙이규칙이 전달전달
됩니다됩니다.
    

    (BZ#1776780)
   

scap-security-guide Ansible 수정에는수정에는 더더 이상이상 다음다음 인수가인수가 포함되지포함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이 업데이트업데이트 이전에는이전에는 scap-security-guide Ansible 해결에해결에 replace 모듈에모듈에 follow 인수가인수가 포함될포함될 수수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follow 는는 Ansible 2.5에서에서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Ansible 2.10에서에서 제거되므로제거되므로 이러한이러한 수수
정을정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오류가오류가 발생했습니다발생했습니다. RHBA-2021:1383 권고가권고가 릴리스되면서릴리스되면서 인수가인수가 제거되었습니다제거되었습니다. 결결
과적으로과적으로 scap-security-guide 의의 Ansible 플레이북이플레이북이 Ansible 2.10에서에서 제대로제대로 작동합니다작동합니다.
    

    (BZ#1890111)
   

postfix 가가 설치되어설치되어 있지있지 않으면않으면 Postfix별별 규칙이규칙이 더더 이상이상 실패하지실패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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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는이전에는 SCAP Security Guide(SSG)가가 시스템에시스템에 설치된설치된 postfix 패키지와패키지와 독립적으로독립적으로 Postfix 관련관련  
규칙을규칙을 평가했습니다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SSG는는 적용할적용할 수수 없는없는 대신대신 Postfix 관련관련 규칙을규칙을 실패로실패로 보고했습니다보고했습니다. 
RHBA-2021:4781 권고가권고가 릴리스되면서릴리스되면서 SSG는는 postfix 패키지가패키지가 설치된설치된 경우에만경우에만 Postfix 관련관련 규칙을규칙을 
올바르게올바르게 평가하고평가하고 postfix 패키지가패키지가 설치되지설치되지 않은않은 경우경우 적용할적용할 수수 없음을없음을 보고합니다보고합니다.
    

    (BZ#1942281)
   

서비스서비스 비활성화비활성화 규칙이규칙이 더더 이상이상 모호하지모호하지 않음않음

     이전에는이전에는 SCAP 보안보안 가이드의가이드의 서비스서비스 비활성화비활성화 유형에유형에 대한대한 규칙규칙 설명에서설명에서 서비스서비스 비활성화비활성화 및및 마스마스
킹킹 옵션을옵션을 제공했지만제공했지만 사용자가사용자가 서비스를서비스를 비활성화하거나비활성화하거나 마스킹해야마스킹해야 하는지를하는지를 지정하지지정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RHBA-2021:1383 권고가권고가 릴리스되면서릴리스되면서 규칙규칙 설명설명, 수정수정 및및 OVAL 검사가검사가 정렬되어정렬되어 사용자에게사용자에게 서비스서비스

를를 마스킹하여마스킹하여 비활성화해야비활성화해야 함을함을 알립니다알립니다.
   

    (BZ#1891435)
   

scap-security-guide GNOME dconf 규칙에규칙에 대한대한 수정된수정된 Ansible 수정수정

     이전이전 버전에서는버전에서는 GNOME dconf 구성구성 시스템을시스템을 다루는다루는 일부일부 규칙에규칙에 대한대한 Ansible 수정이수정이 해당해당 OVAL 
검사와검사와 정렬되지정렬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Ansible은은 다음다음 규칙을규칙을 잘못잘못 수정하여수정하여 후속후속 검사에서검사에서 실패로실패로 표표
시합니다시합니다.
    

      dconf_gnome_screensaver_idle_activation_enabled
     

      dconf_gnome_screensaver_idle_delay
     

      dconf_gnome_disable_automount_open
     

    RHBA-2021:4781 권고에권고에 릴리스된릴리스된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Ansible 정규정규 표현식이표현식이 수정되었습니다수정되었습니다. 결과적결과적

으로으로 이러한이러한 규칙은규칙은 dconf 구성에서구성에서 올바르게올바르게 수정됩니다수정됩니다.
   

    (BZ#1976123)
   

SELinux는는 더더 이상이상 PCP가가 응답하지응답하지 않는않는 PMDA 재시작을재시작을 차단하지차단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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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는이전에는 pcp_pmie_t 프로세스가프로세스가 SELinux 정책에서정책에서 PMDA(성능성능 지표지표 도메인도메인 에이전트에이전트)와와 통신할통신할 수수 
있는있는 규칙이규칙이 누락되었습니다누락되었습니다. 그그 결과결과 SELinux는는 pmsignal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거부하여거부하여 응답하지응답하지 않는않는 PMDA
를를 다시다시 시작합니다시작합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정책에정책에 누락된누락된 규칙이규칙이 추가되어추가되어 PCP(Performance Co-Pilot)
에서에서 응답하지응답하지 않는않는 PMDA를를 다시다시 시작할시작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770123)
   

SELinux는는 더더 이상이상 시스템을시스템을 중단하거나중단하거나 전원을전원을 끄기끄기 위해위해 auditd 를를 차단하지차단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SELinux 정책에정책에 감사감사 데몬이데몬이 power_unit_file_t systemd 장치를장치를 시작할시작할 수수 있는있는 규칙이규칙이 없없
었습니다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auditd 는는 로깅로깅 디스크디스크 파티션에파티션에 남은남은 공백이공백이 없는없는 경우와경우와 같은같은 경우경우 이를이를 수행하도수행하도

록록 구성된구성된 경우에도경우에도 시스템을시스템을 중지하거나중지하거나 끌끌 수수 없었습니다없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누락된누락된 규칙이규칙이 SELinux 정책에정책에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auditd 는는 이제이제 시시
스템을스템을 중지하거나중지하거나 전원을전원을 끌끌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780332)
   

chronyd 서비스에서서비스에서 SELinux에서에서 쉘을쉘을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음있음

     이전에는이전에는 SELinux 정책에서정책에서 쉘을쉘을 실행할실행할 수수 없으므로없으므로 chronyd_t 에서에서 실행실행 중인중인 chronyd 프로세스프로세스

가가 chrony-helper 쉘쉘 스크립트를스크립트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없었습니다없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에서는업데이트에서는 SELinux 정책을정책을 통해통해 
chronyd 프로세스가프로세스가 shell _exec_t라는라는 레이블이레이블이 지정된지정된 쉘을쉘을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chronyd 
서비스가서비스가 MCS(Multi-Level Security) 정책에정책에 따라따라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시작됩니다시작됩니다.
    

    (BZ#1775573)
   

Tang이이 캐시를캐시를 안정적으로안정적으로 업데이트업데이트

     Tang 애플리케이션에서애플리케이션에서 키를키를 생성할생성할 때때(예예: 처음처음 설치설치 시시 Tang)는는 해당해당 캐시를캐시를 업데이트합니다업데이트합니다. 이전이전
에는에는 이이 프로세스가프로세스가 신뢰할신뢰할 수수 없었으며없었으며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캐시가캐시가 Tang 키를키를 반영하도록반영하도록 올바르게올바르게 업데이트업데이트

되지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이로이로 인해인해 Clevis에서에서 Tang 고정을고정을 사용하는사용하는 데데 문제가문제가 발생했으며발생했으며 클라이언트는클라이언트는 오류오류  
메시지메시지 Key ivation 키를키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음을없음을 표시했습니다표시했습니다 .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키키 생성생성 및및 캐시캐시 업데이업데이

트트 논리가논리가 Tang으로으로 이동되어이동되어 파일이파일이 종속성을종속성을 감시하는감시하는 것을것을 제거합니다제거합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캐시캐시 업데이트업데이트 후후
에도에도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캐시가캐시가 올바른올바른 상태로상태로 유지됩니다유지됩니다.
    

    (BZ#1703445)
   

6.6. 서버서버 및및 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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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이제 cupsd 에서에서 PPD 캐싱캐싱 중중 메모리메모리 사용량이사용량이 줄어듭니다줄어듭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확장된확장된 PPD(Postscript Printer Description)가가 있는있는 인쇄인쇄 대기열이대기열이 많을많을 때때 CUPS 데몬이데몬이 
많은많은 메모리를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사용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CUPSD는는 캐시된캐시된 파일이파일이 있는지있는지 확인하고확인하고 
/etc/cups/ppd 에서에서 캐시된캐시된 파일이파일이 있는지있는지 또는또는 PPD 파일과파일과 동일한동일한 타임스탬프가타임스탬프가 있는지를있는지를 확인한확인한 다음다음  
캐시된캐시된 파일을파일을 로드합니다로드합니다. 그렇지그렇지 않으면않으면 PPD 파일을파일을 기반으로기반으로 캐시된캐시된 새새 파일을파일을 생성합니다생성합니다. 따라서따라서 설설
명된명된 시나리오에서시나리오에서 메모리메모리 사용량이사용량이 91%까지까지 줄어듭니다줄어듭니다.
    

    (BZ#1672212)
   

존재하지존재하지 않는않는 프로파일이프로파일이 선택되면선택되면 더더 이상이상 SIGHUP에서에서 중단되지중단되지 않음않음

     tuned 서비스에서서비스에서 SIGHUP 신호를신호를 받으면받으면 프로필을프로필을 다시다시 로드합니다로드합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업데이트 이전에는이전에는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경우경우 상황을상황을 올바르게올바르게 처리할처리할 수수 없었습니다없었습니다.
    

      tuned 프로필이프로필이 존재하지존재하지 않는않는 프로파일로프로파일로 설정되었거나설정되었거나

     

      자동자동 프로필프로필 선택선택 모드가모드가 활성화되어활성화되어 있으며있으며 권장권장 프로필이프로필이 존재하지존재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그그 결과결과 tuned 서비스가서비스가 응답하지응답하지 않아않아 다시다시 시작해야시작해야 했습니다했습니다. 이이 버그가버그가 수정되어수정되어 tuned 서비스가서비스가 
설명된설명된 시나리오에서시나리오에서 더더 이상이상 중단되지중단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tuned 동작이동작이 변경되었습니다변경되었습니다. 이전이전 버전에서는버전에서는 사용자가사용자가 tuned-adm off 명령명령
을을 실행하고실행하고 tuned 서비스를서비스를 다시다시 시작하면시작하면 tuned 에서에서 권장권장 프로필을프로필을 로드로드 하려고하려고 했습니다했습니다. 이제이제 tuned 
에서에서 권장권장 프로필이프로필이 있는있는 경우에도경우에도 프로필을프로필을 로드하지로드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Z#1702724)
   

reapply _sysctl 옵션이옵션이 1로로 설정된설정된 경우경우 tuned 가가 sysctl.d 디렉토리의디렉토리의 설정을설정을 더더 이상이상 적용되지적용되지 않습니않습니

다다.

     이전에는이전에는 reapply _sysctl 구성구성 옵션이옵션이 1 로로 설정된설정된 경우경우 tuned 프로필에서프로필에서  /usr/lib/sysctl.d, / 
lib/sysctl.d  및및 tuned 프로필의프로필의 sysctl 설정을설정을 적용한적용한 후후 /usr/local/lib/sysctl.d 디렉터리를디렉터리를 적용했습니적용했습니

다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이러한이러한 디렉토리의디렉토리의 설정은설정은 tuned 프로필의프로필의 sysctl 설정을설정을 재정의합니다재정의합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reapply _sysctl 옵션이옵션이 1 로로 설정된설정된 경우경우 tuned 가가 언급된언급된 디렉터리의디렉터리의 sysctl 설정을설정을 더더 이상이상 적용적용
하지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sysctl 설정을설정을 다시다시 적용하려면적용하려면 언급된언급된 디렉토리에서디렉토리에서 /etc/sysctl.d, /etc/sysctl. conf 또는또는 /run/sys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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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디렉토리디렉토리 또는또는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tuned 프로필로프로필로 이동해야이동해야 합니다합니다.
   

    (BZ#1776149)
   

6.7. 스토리지스토리지

VDO의의 LVM 볼륨이볼륨이 올바르게올바르게 종료되었습니다종료되었습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VDO의의 블록블록 계층계층 스택이스택이 VDO systemd 유닛의유닛의 구성으로구성으로 제한되었습니다제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시스시스
템템 종료종료 시퀀스는시퀀스는 VDO에에 저장된저장된 LVM 볼륨을볼륨을 중지하려고중지하려고 할할 때때 90초초 동안동안 대기했습니다대기했습니다. 90초초 후에후에 시스시스
템은템은 LVM 및및 VDO 볼륨을볼륨을 실수로실수로 중지했습니다중지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VDO systemd 장치가장치가 개선되어개선되어 VDO의의 LVM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시스템이시스템이 정상적으로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종료됩니다.
   

    또한또한 VDO 시작시작 구성이구성이 더더 유연해졌습니다유연해졌습니다. 더더 이상이상 대부분의대부분의 VDO 구성을구성을 위해위해 /etc/fstab 파일에파일에 특수특수 
마운트마운트 옵션을옵션을 추가할추가할 필요가필요가 없습니다없습니다.
   

    (BZ#1706154)
   

6.8. 시스템시스템 및및 서브스크립션서브스크립션 관리관리

microdnf 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자사용자 정의정의 Satellite 저장소에저장소에 대한대한 GPG 키를키를 검색하지검색하지 못했습니다못했습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microdnf 에서에서 내부적으로내부적으로 사용된사용된 librhsm 라이브러리가라이브러리가 Satellite에서에서 호스팅하는호스팅하는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포지토리에리포지토리에 사용되는사용되는 상대상대 gpgkey 경로를경로를 잘못잘못 처리했습니다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사용자가사용자가 컨테이너에컨테이너에

서서 microdnf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호스트의호스트의 Satellite 서브스크립션을서브스크립션을 통해통해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GPG(GNU Privacy Guard)로로 서명된서명된 패키지를패키지를 설치하면설치하면 microdnf 가가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오류로오류로 실패했습니다실패했습니다.
    

GPG enabled: failed to lookup digest in keyring.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librhsm 에서에서 상대상대 gpgkey 경로경로 처리가처리가 수정되었습니다수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사용자는사용자는 
이제이제 컨테이너컨테이너 내부의내부의 Satellite에서에서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리포지토리를리포지토리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708628)
   

YUM 은은 폐기된폐기된 하위하위 키를키를 사용하여사용하여 GPG 키로키로 서명된서명된 RPM 패키지를패키지를 설치할설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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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는이전에는 취소된취소된 하위하위 키를키를 사용하여사용하여 GPG(GNU Privacy Guard) 키로키로 서명된서명된 RPM 패키지를패키지를 YUM 
utlity에서에서 설치할설치할 수수 없었습니다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YUM 이이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오류오류 메시지로메시지로 실패했습니다실패했습니다.
    

signature X doesn't bind subkey to key, type is subkey revocation

    이번이번 업데이트에서는업데이트에서는 바인딩바인딩 서명을서명을 확인하기확인하기 전에전에 취소를취소를 확인하는확인하는 코드를코드를 변경합니다변경합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YUM 은은 폐기된폐기된 하위하위 키를키를 사용하여사용하여 GPG 키로키로 서명된서명된 RPM 패키지를패키지를 설치할설치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778784)
   

6.9. 클라우드클라우드 환경의환경의 RHEL

cloud-init 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XFS 및및 swap으로으로 가상가상 머신머신 생성이생성이 올바르게올바르게 작동합니다작동합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XFS 루트루트 파일파일 시스템과시스템과 활성화된활성화된 스왑스왑 파티션을파티션을 사용하여사용하여 VM(가상가상 머신머신)을을 생성할생성할 때때 
cloud-init 유틸리티를유틸리티를 사용하지사용하지 못했습니다못했습니다. 또한또한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오류오류 메시지가메시지가 기록되었습니다기록되었습니다.
    

    kernel: swapon: swapfile에에 취약점이취약점이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에서는업데이트에서는 기본기본 코드가코드가 수정되어수정되어 문제가문제가 발생하지발생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Z#17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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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장. 기술기술 프리뷰프리뷰

   이이 장에서는장에서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에서에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는있는 모든모든 기술기술 프리뷰프리뷰 목록을목록을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기술기술 프리뷰프리뷰 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 Red Hat 지원지원 범위범위 정보는정보는 기술기술 프리뷰프리뷰 기능기능 지원지원 범위를범위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7.1. 일반일반 업데이트업데이트

systemd-importd VM 및및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이미지 가져오기가져오기 및및 내보내기내보내기 서비스서비스

     이제이제 최신최신 systemd 버전에버전에 이전이전 빌드에서빌드에서 활성화되지활성화되지 않은않은 systemd-importd 데몬이데몬이 포함되어포함되어 
machinectl pull-* 명령이명령이 실패했습니다실패했습니다. systemd 가져오기가져오기 데몬데몬  은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제공되며제공되며 안정적인안정적인 것것
으로으로 간주해서는간주해서는 안안 됩니다됩니다.
    

    (BZ#1284974)
   

7.2. 인증인증 및및 상호상호 운용성운용성

컨테이너화된컨테이너화된 ID 관리관리 서버서버(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사용 가능가능)

     rhel7/ipa-server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는이미지는 기술기술 프리뷰프리뷰 기능으로기능으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hel7/sssd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가이미지가 이제이제 완전히완전히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컨테이너화된컨테이너화된 ID 관리관리 서비스서비스 사용을사용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405325)
   

IdM에서에서 DNSSEC 사용사용 가능가능

     통합된통합된 DNS가가 있는있는 IdM(Identity Management) 서버는서버는 DNS 프로토콜의프로토콜의 보안을보안을 강화하는강화하는 DNS로의로의 
확장확장 기능기능 세트인세트인 DNSSEC(DNS Security Extensions)를를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IdM 서버에서서버에서 호스팅되는호스팅되는 DNS 영영
역은역은 DNSSEC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자동으로자동으로 서명할서명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암호화암호화 키는키는 자동으로자동으로 생성되고생성되고 순환됩니다순환됩니다.
    

    DNSSEC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DNS 영역을영역을 보안하기로보안하기로 결정한결정한 사용자는사용자는 다음다음 문서를문서를 읽고읽고 따르는따르는 것이것이 좋습니좋습니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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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SEC 운영운영 사례사례, 버전버전 2
     

      DNS(Secure Domain Name System) 배포배포 가이드가이드

     

      DNSSEC 주요주요 롤오버롤오버 타이밍타이밍 고려고려 사항사항
     

    통합된통합된 DNS가가 있는있는 IdM 서버는서버는 DNSSEC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다른다른 DNS 서버에서서버에서 얻은얻은 DNS 응답을응답을 확인합니확인합니

다다. 이는이는 Red Hat Enterprise Linux 네트워킹네트워킹 가이드에가이드에 설명된설명된 권장권장 명명명명 방식에방식에 따라따라 구성되지구성되지 않은않은 
DNS 영역의영역의 가용성에가용성에 영향을영향을 줄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115294)
   

ID 관리관리 JSON-RPC API를를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사용 가능가능

     IdM(Identity Management)에에 API를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API를를 보기보기 위해위해 IdM은은 API 브라우저도브라우저도 기기
술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RHEL 7.3에서는에서는 여러여러 버전의버전의 API 명령을명령을 활성화하도록활성화하도록 IdM API가가 향상되었습니다향상되었습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개선개선 사사
항이항이 호환되지호환되지 않는않는 방식으로방식으로 명령의명령의 동작을동작을 변경할변경할 수수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이제이제 IdM API가가 변경되더라도변경되더라도 사용자사용자

가가 기존기존 툴툴 및및 스크립트를스크립트를 계속계속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를이를 통해통해 다음을다음을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관리자는관리자는 관리관리 클라이언트보다클라이언트보다 이전이전 버전버전 이상의이상의 IdM을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서버에서서버에서 IdM 버전이버전이 변경되더라도변경되더라도 개발자는개발자는 특정특정 버전의버전의 IdM 호출을호출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모든모든 경우에경우에 한한 쪽이쪽이 사용하더라도사용하더라도 서버서버 간간 통신이통신이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예예: 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 새로운새로운 옵션을옵션을 도입하는도입하는 
최신최신 버전버전).
   

    API 사용에사용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관련관련 Knowlegdebase 문서를문서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298286)
   

숨겨진숨겨진 복제본으로복제본으로 IdM을을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설정할설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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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향상된향상된 기능을기능을 통해통해 관리자는관리자는 IdM(Identity Management) 복제본을복제본을 숨겨진숨겨진 복제본으로복제본으로 설정할설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숨겨진숨겨진 복제본은복제본은 모든모든 서비스가서비스가 실행실행 중이고중이고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IdM 서버입니다서버입니다. 그러나그러나 DNS의의 서비서비
스에스에 대한대한 SRV 레코드가레코드가 없고없고 LDAP 서버서버 역할이역할이 활성화되어활성화되어 있지있지 않으므로않으므로 다른다른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 또는또는 마스마스
터에터에 알리지알리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따라서따라서 클라이언트는클라이언트는 서비스서비스 검색을검색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숨겨진숨겨진 복제본을복제본을 탐지할탐지할 수수 없습니없습니

다다.
    

    숨겨진숨겨진 복제본은복제본은 주로주로 클라이언트를클라이언트를 중단할중단할 수수 있는있는 전용전용 서비스용으로서비스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설계되었습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IdM의의 전체전체 백업은백업은 마스터마스터 또는또는 복제본의복제본의 모든모든 IdM 서비스를서비스를 종료해야종료해야 합니다합니다. 숨겨진숨겨진 복제본을복제본을 사용하지사용하지 
않으므로않으므로 관리자는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클라이언트에 영향을영향을 주지주지 않고않고 이이 호스트의호스트의 서비스를서비스를 일시적으로일시적으로 종료할종료할 수수 있습니있습니

다다. 다른다른 사용사용 사례에는사례에는 IdM API 또는또는 LDAP 서버의서버의 높은높은 로드로드 작업작업(예예: 대량대량 가져오기가져오기 또는또는 포괄적인포괄적인 쿼쿼
리리)이이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숨겨진숨겨진 새새 복제본을복제본을 설치하려면설치하려면 ipa-replica-install --hidden-replica 명령을명령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기존기존 복제본복제본

의의 상태를상태를 변경하려면변경하려면 ipa server-state 명령을명령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BZ#1518939)
   

AD 및및 LDAP sudo 공급자공급자 사용사용

     AD(Active Directory) 프로바이더는프로바이더는 AD 서버에서버에 연결하는연결하는 데데 사용되는사용되는 백엔드입니다백엔드입니다. RHEL 7.2부터부터 
AD sudo 프로바이더를프로바이더를 LDAP 프로바이더와프로바이더와 함께함께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은것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AD 
sudo 공급자를공급자를 활성화하려면활성화하려면 sssd.conf 파일의파일의 [domain] 섹션에섹션에 sudo_provider=ad 설정을설정을 추가합니추가합니

다다.
    

    (BZ#1068725)
   

kistodia 비밀비밀 서비스서비스 공급자는공급자는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기술기술 프리뷰는프리뷰는 비밀비밀 서비스서비스 공급자인공급자인 Varstodia를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custodia는는 키나키나 암호와암호와 같은같은  
시크릿의시크릿의 프록시프록시 역할을역할을 합니다합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http://custodia.readthedocs.io 의의 업스트림업스트림 문서를문서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Red Hat Enterprise Linux 7.6부터는부터는 custodia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Z#14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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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클러스터링클러스터링

corosync-qdevice 의의 추론을추론을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사용 가능가능

     복구는복구는 시작시작 시시 로컬로로컬로 실행되는실행되는 명령명령 집합집합, 클러스터클러스터 멤버십멤버십 변경변경,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연결되고연결되고 corosync-
qnetd 에에 연결되며연결되며 선택적으로선택적으로 주기적으로주기적으로 실행됩니다실행됩니다. 모든모든 명령이명령이 시간에시간에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완료되면완료되면(반환반환  
오류오류 코드가코드가 0임임) 추론이추론이 전달되고전달되고, 그렇지그렇지 않으면않으면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추론추론 결과는결과는 corosync-qnetd 로로 전송됩니전송됩니

다다. 여기서여기서 어떤어떤 파티션을파티션을 정족수로정족수로 결정하기결정하기 위해위해 계산에계산에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BZ#1413573)
   

새로운새로운 fence-agents-heuristics-ping 펜스펜스 에이전트에이전트

     Pacemaker는는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fence_heuristics_ping 에이전트를에이전트를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이이 에이전트는에이전트는 자체적자체적

으로으로 실제실제 펜싱을펜싱을 수행하지수행하지 않고않고 새로운새로운 방식으로방식으로 펜싱펜싱 수준의수준의 동작을동작을 활용하는활용하는 실험적실험적 펜스펜스 에이전트에이전트 클클
래스를래스를 여는여는 것을것을 목표로목표로 합니다합니다.
    

    복구복구 에이전트가에이전트가 실제실제 펜싱을펜싱을 수행하지만수행하지만 순서대로순서대로 구성되기구성되기 전에전에 펜싱을펜싱을 구성하는구성하는 펜스펜스 에이전트와에이전트와 
동일한동일한 펜싱펜싱 수준에서수준에서 구성된구성된 경우경우 펜싱은펜싱은 펜싱을펜싱을 수행하는수행하는 에이전트에서에이전트에서 복구복구 에이전트에서에이전트에서 끄기끄기 조치를조치를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복구복구 에이전트가에이전트가 off 조치에조치에 대해대해 부정적인부정적인 결과를결과를 제공하는제공하는 경우경우 펜싱펜싱 수준이수준이 성공하지성공하지 않을않을 
것으로것으로 이미이미 명확하여명확하여 Pacemaker 펜싱에서펜싱에서 펜싱을펜싱을 수행하는수행하는 에이전트에서에이전트에서 off 조치를조치를 건너뛰는건너뛰는 단계를단계를 
건너뜁니다건너뜁니다. 복구복구 에이전트는에이전트는 이이 동작을동작을 악용하여악용하여 실제실제 펜싱이펜싱이 특정특정 조건에서조건에서 노드를노드를 펜싱하지펜싱하지 못하도록못하도록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사용자가사용자가 이이 에이전트에이전트(특히특히 2-노드노드 클러스터에서클러스터에서)를를 사용하기를사용하기를 원할원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전에이전에 알알 수수 있는있는 
경우경우 노드가노드가 피어를피어를 펜싱하는펜싱하는 것이것이 적절하지적절하지 않을않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네트워킹네트워킹 업링크에업링크에 도달하는도달하는 
데데 문제가문제가 있는있는 경우경우 노드에서노드에서 서비스를서비스를 인계받는인계받는 것이것이 적절하지적절하지 않을않을 수수 있으며있으며, 이러한이러한 경우경우 라우터에라우터에 
대한대한 ping이이 탐지될탐지될 수수 있는있는 클라이언트에서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에서비스에 연결할연결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BZ#1476401)
   

pcs 툴에서툴에서 Pacemaker에서에서 번들번들 리소스를리소스를 관리합니다관리합니다.

     Pacemaker는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4부터부터 기술기술 프리뷰로서프리뷰로서 필요한필요한 인프라로인프라로 Docker 컨테이컨테이

너를너를 시작하기시작하기 위한위한 특수특수 구문인구문인 번들을번들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Pacemaker 번들을번들을 생성한생성한 후에는후에는 번들에서번들에서 캡슐화캡슐화

하는하는 Pacemaker 리소스를리소스를 생성할생성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컨테이너에컨테이너에 대한대한 Pacemaker 지원에지원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High Availability Add-On Reference 를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이이 기능에는기능에는 기술기술 프리뷰가프리뷰가 한한 가지가지 예외가예외가 있습니다있습니다. RHEL 7.4부터부터 Red Hat은은 RHOSP(Red Hat 
Openstack Platform) 배포를배포를 위한위한 Pacemaker 번들의번들의 사용을사용을 완전히완전히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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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Z#1433016)
   

새로운새로운 LVM 및및 LVM 잠금잠금 관리자관리자 리소스리소스 에이전트에이전트

     Red Hat Enterprise Linux 7.6에는에는 기술기술 프리뷰로서프리뷰로서 lvmlockd 와와 LVM-activate 라는라는 두두 가지가지 새로운새로운 
리소스리소스 에이전트가에이전트가 도입되었습니다도입되었습니다.
    

    LVM-activate 에이전트는에이전트는 클러스터클러스터 전체에서전체에서 LVM을을 관리할관리할 수수 있는있는 여러여러 가지가지 방법방법 중에서중에서 선택할선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태그태그 지정지정: 기존기존 lvm 리소스리소스 에이전트에이전트 태그태그 지정과지정과 동일합니다동일합니다.
     

      clvmd: 기존기존 lvm 리소스리소스 에이전트와에이전트와 clvmd와와 동일합니다동일합니다.
     

      시스템시스템 ID: 볼륨볼륨 그룹그룹 장애장애 조치조치(태깅태깅 대체대체)에에 시스템시스템 ID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새새 옵션입니다옵션입니다.
     

      lvmlockd: 볼륨볼륨 그룹그룹 공유에공유에 lvmlockd 및및 dlm 을을 사용하기사용하기 위한위한 새새 옵션입니다옵션입니다(clvmd에에 대대
한한 대안대안).
     

    LVM-activate 가가 lvmlockd 를를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구성된구성된 경우경우 새로운새로운 lvmlockd 리소스리소스 에이전트를에이전트를 사용하여사용하여 
lvmlockd 데몬을데몬을 시작합니다시작합니다.
   

    lvmlockd 및및 LVM-activate 리소스리소스 에이전트에에이전트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해당해당 에이전트의에이전트의 PCS 도움말도움말 화면화면
을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lvmlockd 와와 함께함께 사용하기사용하기 위해위해 LVM을을 설정하는설정하는 방법에방법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lvmlockd(8) 도움말도움말 페이지를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513957)
   

7.4. 데스크탑데스크탑

Wayland 를를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이용이용 가능가능

     Wayland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서버서버 프로토콜은프로토콜은 GNOME에서에서 Wayland 지원을지원을 활성화하는활성화하는 데데 필요한필요한 종속종속 패패
키지가키지가 있는있는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Red Hat Enterprise Linux에서에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서버는서버는 부분부분 확장확장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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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능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Wayland 에서는에서는 libinput 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 입력입력 드라이버로드라이버로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다음다음 기능은기능은 현재현재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거나없거나 제대로제대로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현재현재 여러여러 GPU 지원이지원이 불가능합니다불가능합니다.
     

      NVIDIA 바이너리바이너리 드라이버는드라이버는 Wayland에서에서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xrandr 유틸리티는유틸리티는 해상도해상도, 회전회전 및및 레이아웃레이아웃 처리처리 방법이방법이 다르기다르기 때문에때문에 Wayland에서에서 작동작동
하지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화면화면 녹화녹화, 원격원격 데스크탑데스크탑 및및 접근성은접근성은 Wayland에서에서 제대로제대로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클립보드클립보드 관리자는관리자는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현재현재 Wayland 에서에서 GNOME 쉘쉘  을을 다시다시 시작할시작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Wayland에서는에서는 가상가상 머신머신 뷰어와뷰어와 같이같이 X11 애플리케이션의애플리케이션의 키보드키보드 그랩그랩(grab)을을 무시합니무시합니

다다.
     

    (BZ#1481411)
   

사전사전 확장을확장을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이용이용 가능가능

     Red Hat Enterprise Linux 7.5부터부터 GNOME은은 lo(scale 1)와와 hi(scale 2) 사이의사이의 중간에중간에 있는있는 모니터모니터

의의 문제를문제를 해결하기해결하기 위해위해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부분적인부분적인 확장확장 기능을기능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기술적기술적 한계로한계로 인해인해 부분적인부분적인 확장은확장은 Wayland에서만에서만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48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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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파일파일 시스템시스템

ext4 및및 XFS에서에서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파일파일 시스템시스템 DAX 사용사용 가능가능

     Red Hat Enterprise Linux 7.3부터는부터는 DAX(직접직접 액세스액세스)가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제공되므로제공되므로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이이 영구영구 메모리를메모리를 주소주소 공간에공간에 직접직접 매핑할매핑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DAX를를 사용하려면사용하려면 시스템에시스템에 몇몇 가지가지 형태의형태의 영구영구 메모리를메모리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어야있어야 합니다합니다.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 하나하나 
이상의이상의 비비Volatile 듀얼듀얼 인라인인라인 메모리메모리 모듈모듈(NVDIMM) 형식이며형식이며 DAX를를 지원하는지원하는 파일파일 시스템은시스템은 
NVDIMM에서에서 생성해야생성해야 합니다합니다. 또한또한 dax 마운트마운트 옵션을옵션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파일파일 시스템을시스템을 마운트해야마운트해야 합니다합니다. 그그
런런 다음다음 dax 마운트된마운트된 파일파일 시스템에시스템에 있는있는 파일의파일의 mmap 을을 통해통해 스토리지가스토리지가 애플리케이션의애플리케이션의 주소주소 공간공간
에에 직접직접 매핑됩니다매핑됩니다.
   

    (BZ#1274459)
   

pNFS 블록블록 레이아웃레이아웃 사용사용 가능가능

     Red Hat Enterprise Linux 클라이언트는클라이언트는 기술기술 프리뷰로서프리뷰로서 이제이제 블록블록 레이아웃레이아웃 기능을기능을 사용하여사용하여 
pNFS 공유를공유를 마운트할마운트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대신대신 pNFS SCSI 레이아웃을레이아웃을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이이 레이아웃은레이아웃은 블록블록 레이아웃과레이아웃과 유사하지만유사하지만 사사
용하기용하기 쉽습니다쉽습니다.
   

    (BZ#1111712)
   

OverlayFS

     Overlayfs는는 유니언유니언 파일파일 시스템시스템 유형입니다유형입니다. 이를이를 통해통해 사용자는사용자는 한한 파일파일 시스템을시스템을 오버레이할오버레이할 수수 있있
습니다습니다. 변경변경 사항은사항은 상위상위 파일파일 시스템에시스템에 기록되는기록되는 반면반면 하위하위 파일파일 시스템은시스템은 수정되지수정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이를이를 
통해통해 여러여러 사용자가사용자가 기본기본 이미지가이미지가 읽기읽기 전용전용 미디어에미디어에 있는있는 컨테이너컨테이너 또는또는 DVD-ROM과과 같은같은 파일파일 시스시스
템템 이미지를이미지를 공유할공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Linux 커널커널 설명서설명서 를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Overlayfs는는 대부분의대부분의 환경에서환경에서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남아남아 있습니다있습니다. 따라서따라서 커널은커널은 이이 기술이기술이 활성화되면활성화되면 경경
고를고를 기록합니다기록합니다.
   

    다음다음 제한제한 하에하에 Docker와와 함께함께 사용할사용할 때때 OverlayFS에에 대한대한 완전완전 지원을지원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Overlayfs는는 Docker 그래프그래프 드라이버로만드라이버로만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이이 용도는용도는 영구저장장치가영구저장장치가 아닌아닌 컨테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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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이너 COW 콘텐츠에만콘텐츠에만 지원할지원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모든모든 영구영구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OverlayFS 이외의이외의 볼륨에볼륨에 배배
치해야치해야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기본기본 Docker 구성만구성만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즉즉, 한한 레벨의레벨의 오버레이오버레이, 한한 개의개의 하하
위위 디렉토리디렉토리, 하위하위 수준수준 및및 상위상위 수준은수준은 모두모두 동일한동일한 파일파일 시스템에시스템에 있습니다있습니다.
     

      현재현재 XFS만만 더더 낮은낮은 계층계층 파일파일 시스템으로시스템으로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3 이하에서는이하에서는 실제실제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SELinux를를 활성화하고활성화하고 강제강제 모모
드로드로 설정해야설정해야 하지만하지만 컨테이너컨테이너 분리를분리를 수행할수행할 때때 컨테이너에서컨테이너에서 SELinux를를 비활성화해야비활성화해야 합니합니
다다. 즉즉, /etc/sysconfig/docker 파일에파일에 --selinux-enabled 가가 포함되어서는포함되어서는 안안 됩니다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4부터부터 OverlayFS는는 SELinux 보안보안 레이블을레이블을 지원하며지원하며, 
/etc/sysconfig/docker 에에 --selinux-enabled 를를 지정하여지정하여 컨테이너에컨테이너에 대해대해 SELinux 지원을지원을 활활
성화할성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OverlayFS 커널커널 ABI 및및 사용자사용자 공간공간 동작은동작은 안정적이지안정적이지 않으며않으며 향후향후 업데이트가업데이트가 변경될변경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yum 및및 rpm 유틸리티가유틸리티가 컨테이너컨테이너 내부에서내부에서 제대로제대로 작동하도록작동하도록 하려면하려면 yum-plugin-ovl 패키패키
지를지를 사용해야사용해야 합니다합니다.
     

    OverlayFS는는 POSIX 표준의표준의 제한된제한된 집합을집합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OverlayFS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배포하기배포하기 전에전에 애플리애플리

케이션을케이션을 철저하게철저하게 테스트합니다테스트합니다.
   

    오버레이로오버레이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n ftype=1 옵션을옵션을 활성화하여활성화하여 XFS 파일파일 시스템을시스템을 생성해야생성해야 합니다합니다. 
rootfs 및및 시스템시스템 설치설치 중에중에 생성된생성된 모든모든 파일파일 시스템을시스템을 사용하여사용하여 Anaconda kickstart에서에서 --
mkfsoptions=-n ftype=1 매개매개 변수를변수를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설치설치 후후 새새 파일파일 시스템을시스템을 만들만들 때때 # mkfs -t xfs -n 
ftype=1 /PATH/TO/DEVICE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기존기존 파일파일 시스템이시스템이 오버레이로오버레이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는지있는지 여부여부
를를 확인하려면확인하려면 # xfs_info /PATH/TO/DEVICE | grep ftype 명령을명령을 실행하여실행하여 ftype=1 옵션이옵션이 활성화되어활성화되어 
있는지있는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또한또한 이이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OverlayFS와와 관련된관련된 몇몇 가지가지 알려진알려진 문제가문제가 있습니다있습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Linux 커널커널 
설명서의설명서의 비표준비표준 동작을동작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206277)
   

Btrfs 파일파일 시스템시스템

     B-Tree 파일파일 시스템인시스템인 Btrfs 는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에서에서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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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Hat Enterprise Linux 7.4는는 이이 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 마지막마지막 업데이트업데이트 기능을기능을 도입했습니다도입했습니다. Btrfs 는는 더더 이이
상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즉즉, Red Hat은은 Btrfs 를를 완전히완전히 지원되는지원되는 기능으로기능으로 이동하지이동하지 않을않을 것이며것이며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의의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제거될제거될 예정입니다예정입니다.
   

    (BZ#1477977)
   

7.6. 하드웨어하드웨어 활성화활성화

LSI Syncro SA HA-DAS 어댑터어댑터

     Red Hat Enterprise Linux 7.1은은 LSI Syncro pp 고가용성고가용성 직접직접 연결연결 스토리지스토리지(HA-DAS) 어댑터를어댑터를 사사
용할용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massiveraid_sas 드라이버에드라이버에 코드가코드가 포함되었습니다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이전에 활성화된활성화된 어댑터에어댑터에 대해대해 
megaraid_sas 드라이버가드라이버가 완전히완전히 지원되지만지원되지만 SyncroVC에에 이이 드라이버를드라이버를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있
습니다습니다. 이이 어댑터에어댑터에 대한대한 지원은지원은 LSI, 시스템시스템 통합업체통합업체 또는또는 시스템시스템 벤더에서벤더에서 직접직접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2 이상에이상에 Syncro CS를를 배포하는배포하는 사용자는사용자는 Red Hat 및및 LSI에에 대한대한 피드백을피드백을 제공하제공하

는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BZ#1062759)
   

T ss2, IBM Power LE의의 TPM 2.0 활성화활성화

     tss2 패키지는패키지는 IBM에서에서 IBM Power LE 아키텍처의아키텍처의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TSS(신뢰할신뢰할 수수 있는있는 컴퓨팅컴퓨팅 그룹그룹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스택스택) 2.0 구현을구현을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이이 패키지를패키지를 사용하면사용하면 TPM 2.0 장치와장치와 상호상호 작용할작용할 수수 있습니있습니

다다.
    

    (BZ#1384452)
   

ibmvnic 장치장치 드라이버는드라이버는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사용 가능가능

     Red Hat Enterprise Linux 7.3부터부터 IBM POWER 아키텍처용아키텍처용 IBM Virtual Network Interface 
Controller(vNIC) 드라이버인드라이버인 ibmvnic 은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사용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 vNIC는는 엔터프라이즈엔터프라이즈 기능을기능을 
제공하고제공하고 네트워크네트워크 관리를관리를 간소화하는간소화하는 PowerVM 가상가상 네트워킹네트워킹 기술입니다기술입니다. SR-IOV NIC와와 결합하면결합하면 가가
상상 NIC 수준에서수준에서 대역폭대역폭 제어제어 QoS(Quality of Service) 기능을기능을 제공하는제공하는 고성능의고성능의 효율적인효율적인 기술입니다기술입니다. 
vNIC는는 가상화가상화 오버헤드를오버헤드를 크게크게 줄여줄여 네트워크네트워크 가상화에가상화에 필요한필요한 CPU 및및 메모리를메모리를 포함하여포함하여 대기대기 시간을시간을 
줄이고줄이고 서버서버 리소스가리소스가 줄어듭니다줄어듭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6에서에서 ibmvnic 드라이버는드라이버는 이전이전 버전에버전에 비해비해 여러여러 버그버그 수정수정 및및 개선개선 사사
항을항을 제공하는제공하는 버전버전 1.0으로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주요주요 변경변경 사항은사항은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이전에이전에 요청한요청한 오류오류 정보가정보가 제거된제거된 코드는코드는VIOS(Virtual Input-Output) 서버에서서버에서 오류오류 ID를를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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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지공하지 않기않기 때문입니다때문입니다.
     

      오류오류 보고가보고가 cause 문자열로문자열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업데이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복구복구 중에중에 드라이버는드라이버는 문자열문자열

을을 오류오류 대신대신 경고로경고로 분류합니다분류합니다.
     

      로그인로그인 실패실패 시시 오류오류 복구가복구가 수정되었습니다수정되었습니다.
     

      LPAR(Logical Partitioning)을을 마이그레이션하는마이그레이션하는 동안동안 페일오버페일오버 후에후에 발생한발생한 실패한실패한 상태입상태입

니다니다.
     

      이제이제 드라이버에서드라이버에서 가능한가능한 모든모든 로그인로그인 응답응답 반환반환 값을값을 처리할처리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전송전송 및및 수신수신(Tx/Rx) 대기열이대기열이 변경된변경된 경우경우 페일오버페일오버 또는또는 LAPM(링크링크 전원전원 관리관리) 중에중에 발생발생
한한 드라이버드라이버 충돌이충돌이 수정되었습니다수정되었습니다.
     

    (BZ#1519746)
   

igc 드라이버는드라이버는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사용 가능가능

     Intel® 2.5G 이더넷이더넷 Linux 드라이버드라이버(igc.ko.xz)는는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454918)
   

Ice 드라이버는드라이버는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사용 가능가능

     Intel® Ethernet Connection E800 Series Linux Driver( nature.ko.xz)는는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454916)
   

7.7. 커널커널

추적을추적을 위한위한 eBPF 시스템시스템 호출호출

     Red Hat Enterprise Linux 7.6은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eBPF(Extended Berkeley Packet Filter) 도구를도구를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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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했습니다입했습니다. 이이 도구는도구는 추적추적 하위하위 시스템에시스템에 대해서만대해서만 활성화됩니다활성화됩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관련관련 Red Hat 지식베지식베

이스이스 문서를문서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559615)
   

이기종이기종 메모리메모리 관리가관리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포함됨포함됨

     Red Hat Enterprise Linux 7은은 이기종이기종 메모리메모리 관리관리(HMM) 기능을기능을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도입했습니다도입했습니다. 이이 기기
능은능은 프로세스프로세스 주소주소 공간을공간을 자체자체 MMU(메모리메모리 관리관리 장치장치)에에 미러링하려는미러링하려는 장치의장치의 도우미도우미 계층으로계층으로 커널커널
에에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따라서 CPU가가 아닌아닌 장치장치 프로세서는프로세서는 통합통합 시스템시스템 주소주소 공간을공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시스템시스템 메모메모
리를리를 읽을읽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기능을기능을 활성화하려면활성화하려면 kernel 명령행에명령행에 experimental_hmm=enable 을을 추가합추가합

니다니다.
    

    (BZ#1230959)
   

기술기술 프리뷰로서의프리뷰로서의 kexec

     kexec 시스템시스템 호출은호출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제공되었습니다제공되었습니다. 이이 시스템시스템 호출을호출을 사용하면사용하면 현재현재 실행실행 중인중인 커널커널
에서에서 다른다른 커널로커널로 로드로드 및및 부팅할부팅할 수수 있으므로있으므로 커널커널 내에서내에서 부트부트 로더의로더의 기능을기능을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일반일반
적으로적으로 표준표준 시스템시스템 부팅부팅 중에중에 수행되는수행되는 하드웨어하드웨어 초기화는초기화는 kexec 부팅부팅 중에중에 수행되지수행되지 않으므로않으므로 재부팅재부팅

에에 필요한필요한 시간이시간이 크게크게 단축됩니다단축됩니다.
    

    (BZ#1460849)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kexec 빠른빠른 재부팅재부팅

     Red Hat Enterprise Linux 7.5에서에서 도입된도입된 kexec 빠른빠른 재부팅재부팅  기능은기능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계속계속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kexec 빠른빠른 재부팅으로재부팅으로 재부팅재부팅  속도가속도가 훨씬훨씬 빨라집니다빨라집니다. 이이 기능을기능을 사용하려면사용하려면 kexec 커널을커널을  
수동으로수동으로 로드한로드한 다음다음 운영운영 체제를체제를 재부팅해야재부팅해야 합니다합니다.
    

    기본기본 재부팅재부팅 작업으로작업으로 kexec를를 빠르게빠르게 재부팅재부팅  할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특별한특별한 사례는사례는 Anaconda 의의 경우경우 
kexec 빠른빠른 재부팅재부팅  을을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입니다것입니다. kexec를를 빠른빠른 재부팅재부팅  기본값으로기본값으로 만들만들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그러나그러나 
Anaconda 와와 함께함께 사용하면사용하면 사용자가사용자가 anaconda 옵션을옵션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커널을커널을 부팅하는부팅하는 경우경우 설치가설치가 완료된완료된 
후후 운영운영 체제에서체제에서 kexec 빠른빠른 재부팅재부팅  을을 자동으로자동으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kexec 재부팅을재부팅을 예약하려면예약하려면 커널커널  
명령줄에서명령줄에서 inst.kexec 명령을명령을 사용하거나사용하거나 Kickstart 파일에파일에 reboot --kexec 행을행을 포함합니다포함합니다.
   

    (BZ#1464377)
   

perf cqm 이이 resctrl로로 대체되었습니다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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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 Cache Allocation Technology(CAT)는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4에서에서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도입도입
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그러나그러나 perf 인프라와인프라와 CQM(Ccache Quality of Service Monitoring) 하드웨어하드웨어 지원지원 간의간의 비비
호환성으로호환성으로 인해인해 perf cqm 툴이툴이 제대로제대로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그그 결과결과 perf cqm 을을 사용할사용할 때때 여러여러 가지가지 
문제가문제가 발생했습니다발생했습니다.
    

    이러한이러한 문제는문제는 특히특히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perf cqm 이이 resctrl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할당된할당된 작업작업 그룹을그룹을 지원하지지원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perf cqm 은은 재활용과재활용과 관련된관련된 여러여러 문제로문제로 인해인해 임의임의 및및 부정확한부정확한 데이터를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제공했습니다.
     

      perf cqm 은은 다양한다양한 유형의유형의 이벤트를이벤트를 함께함께 실행할실행할 때때 충분한충분한 지원을지원을 제공하지제공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예예: 
다양한다양한 이벤트는이벤트는 작업작업, 시스템시스템 전체전체 및및 cgroup 이벤트이벤트)
     

      perf cqm 은은 cgroup 이벤트에이벤트에 대한대한 부분적부분적 지원만지원만 제공했습니다제공했습니다.
     

      cgroup 이벤트에이벤트에 대한대한 부분적인부분적인 지원은지원은 cgroup 이벤트이벤트 계층계층 구조가구조가 있는있는 경우경우 작동하지작동하지 않거않거
나나 cgroup 및및 cgroup의의 작업을작업을 함께함께 모니터링할모니터링할 때때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수명수명 동안동안 작업을작업을 모니터링하면모니터링하면 perf 오버헤드가오버헤드가 발생했습니다발생했습니다.
     

      perf cqm 이이 모든모든 소켓에소켓에 대한대한 집계집계 캐시캐시 occupancy 또는또는 메모리메모리 대역폭을대역폭을 보고했지만보고했지만 대부대부
분의분의 클라우드클라우드 및및 VMM 기반기반 사용사용 사례에서는사례에서는 개별개별 소켓당소켓당 사용량이사용량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5에서에서 perf cqm 은은 resctrl 파일파일 시스템에시스템에 따라따라 접근접근 방식으로방식으로 대체되었대체되었

으며으며 앞에서앞에서 설명한설명한 모든모든 문제를문제를 해결했습니다해결했습니다.
   

    (BZ#1457533)
   

TC HW 오프로딩오프로딩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사용 가능가능

     Red Hat Enterprise Linux 7.6부터부터 TC(Traffic Control) 하드웨어하드웨어 오프로딩이오프로딩이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제공되제공되

었습니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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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하드웨어 오프로딩을오프로딩을 사용하면사용하면 선택한선택한 네트워크네트워크 트래픽트래픽 처리처리 기능기능(예예: 셰이핑셰이핑, 스케줄링스케줄링, 정책정책 지정지정 및및  
삭제삭제)이이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프로세싱을프로세싱을 기다리는기다리는 대신대신 하드웨어에서하드웨어에서 직접직접 실행될실행될 수수 있으므로있으므로 성능이성능이 향상됩니향상됩니

다다.
   

    (BZ#1503123)
   

AMD xgbe 네트워크네트워크 드라이버는드라이버는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사용 가능가능

     Red Hat Enterprise Linux 7.6부터부터 AMD xgbe 네트워크네트워크 드라이버가드라이버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제공되었습니다제공되었습니다.
    

    (BZ#1589397)
   

보안보안 메모리메모리 암호화는암호화는 기술기술 프리뷰로만프리뷰로만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현재현재 kdump 커널에커널에 SME 암호화암호화 메모리를메모리를 해독하는해독하는 메모리메모리 키가키가 없기없기 때문에때문에 현재현재 SME(Secure 
Memory Encryption)는는 kdump 기능과기능과 호환되지호환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ed Hat은은 SME를를 활성화하면활성화하면 테스트테스트 중인중인 
서버가서버가 일부일부 기능을기능을 수행하지수행하지 못하므로못하므로 운영운영 환경에환경에 적합하지적합하지 않을않을 수수 있다는있다는 것을것을 알게알게 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결과결과
적으로적으로 SME는는 지원지원 수준을수준을 Supported에서에서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변경합니다변경합니다. 고객은고객은 사전사전 프로덕션에서프로덕션에서 테스테스
트하는트하는 동안동안 발견된발견된 모든모든 문제를문제를 Red Hat 또는또는 해당해당 시스템시스템 벤더에게벤더에게 보고하는보고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BZ#1726642)
   

Ccriu 를를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이용이용 가능가능

     Red Hat Enterprise Linux 7.2는는 criu 툴을툴을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도입했습니다도입했습니다. 이이 도구는도구는 실행실행 중인중인 애플리애플리

케이션을케이션을 중단하고중단하고 파일파일 컬렉션으로컬렉션으로 저장하는저장하는 데데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는있는 CRIU(사용자사용자 공간공간)에서에서 
Checkpoint/Restore 를를 구현합니다구현합니다. 나중에나중에 애플리케이션을애플리케이션을 해당해당 상태에서상태에서 복원할복원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criu 도구는도구는 구조화된구조화된 데이터를데이터를 직렬화하기직렬화하기 위한위한 언어언어 중립적인중립적인 확장확장 가능한가능한 메커니즘인메커니즘인 Protocol 
Buffers 에에 따라따라 달라집니다달라집니다. 이러한이러한 종속성을종속성을 제공하는제공하는  protobuf 및및 protobuf-c 패키지도패키지도 기술기술 프리뷰프리뷰

로로 Red Hat Enterprise Linux 7.2에에 도입되었습니다도입되었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8부터부터 criu 패키지는패키지는 
Podman이이 컨테이너컨테이너 체크포인트체크포인트 및및 복원을복원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새로새로 추가된추가된 기능은기능은 SELinux 지원없이만지원없이만 작동합작동합

니다니다.
   

    (BZ#1400230)
   

7.8. 네트워킹네트워킹

Cisco usNIC 드라이버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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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USM(Unified Communication Manager) 서버에는서버에는 사용자사용자 공간공간 애플리케이션에애플리케이션에 대해대해 
RDMA(Remote Direct Memory Access)와와 유사한유사한 작업을작업을 수행할수행할 수수 있는있는 Cisco 독점독점 usNIC(User 
Space Network Interface Controller)를를 제공하는제공하는 선택적선택적 기능이기능이 있습니다있습니다.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있
는는 libusnic_verbs 드라이버를드라이버를 사용하면사용하면 Verbs API를를 기반으로기반으로 표준표준 InfiniBand RDMA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통통
해해 usNIC 장치를장치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916384)
   

Cisco VIC 커널커널 드라이버드라이버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제공되는제공되는 Cisco VIC Infiniband 커널커널 드라이버를드라이버를 사용하면사용하면 독점독점 Cisco 아키텍처에서아키텍처에서 
RDMA(Remote Directory Memory Access)와와 유사한유사한 의미의미 체계를체계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916382)
   

신뢰할신뢰할 수수 있는있는 네트워크네트워크 연결연결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trusted Network Connect는는 TLS, 802.1X 또는또는 IPsec과과 같은같은 기존기존 네트워네트워

크크 액세스액세스 제어제어(네트워크네트워크 액세스액세스 제어제어) 솔루션과솔루션과 함께함께 사용하여사용하여 엔드포인트엔드포인트 사후사후 평가평가(즉즉, 엔드포인트의엔드포인트의 
시스템시스템 정보정보 수집수집(운영운영 체제체제 구성구성 설정설정, 설치된설치된 패키지패키지 등등)를를 무결성무결성 측정이라고측정이라고 합니다합니다. trusted Network 
Connect는는 엔드포인트가엔드포인트가 네트워크에네트워크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허용하기허용하기 전에전에 네트워크네트워크 액세스액세스 정책에정책에 대해대해 이이
러한러한 측정측정 사항을사항을 확인하는확인하는 데데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BZ#755087)
   

qlcnic 드라이버의드라이버의 SR-IOV 기능기능

     SR-IOV(단일단일 루트루트 I/O 가상화가상화)에에 대한대한 지원이지원이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qlcnic 드라이버에드라이버에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이이 
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 지원은지원은 QLogic에서에서 직접직접 제공하며제공하며 고객은고객은 QLogic과과 Red Hat에에 피드백을피드백을 제공하는제공하는 것이것이 좋좋
습니다습니다. qlcnic 드라이버의드라이버의 기타기타 기능은기능은 완전히완전히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qlcnic 드라이버는드라이버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RHEL 8에서는에서는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BZ#1259547)
   

오프로딩오프로딩 지원이지원이 포함된포함된 고급고급 분류기분류기

     사용자가사용자가 다양한다양한 프로토콜에프로토콜에 맞게맞게 잘잘 알려진알려진 패킷패킷 필드에필드에 일치하는일치하는 것을것을 구성할구성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하기하기 위한위한
TC(Traffic Control) 분류기분류기 입니다입니다. 복잡한복잡한 필터링필터링 및및 분류분류 작업을작업을 위해위해 u32 분류기를분류기를 통해통해 규칙을규칙을 쉽게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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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기구성하기 위한위한 것입니다것입니다. 하드웨어에서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지원하는 경우경우 기본기본 하드웨어에하드웨어에 오프로드오프로드 분류분류 및및 작업작업 규칙을규칙을 지지
원하는원하는 기능도기능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이제이제 고급고급 TC 분류기가분류기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제공됩니다제공됩니다.
    

    (BZ#1393375)
   

7.9.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시스템 역할역할

RHEL 시스템시스템 역할의역할의 postfix 역할을역할을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사용 가능가능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시스템 역할은역할은 Red Hat Enterprise Linux 하위하위 시스템에시스템에 대한대한 구성구성 인터인터
페이스를페이스를 제공하므로제공하므로 Ansible 역할을역할을 포함하여포함하여 시스템시스템 구성이구성이 더더 쉬워집니다쉬워집니다. 이이 인터페이스를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사용하면  
여러여러 버전의버전의 Red Hat Enterprise Linux에서에서 시스템시스템 구성을구성을 관리할관리할 수수 있을있을 뿐뿐 아니라아니라 새로운새로운 주요주요 릴리스릴리스

를를 채택할채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4부터부터 rhel-system-roles 패키지는패키지는 Extras 리포지토리를리포지토리를 통해통해 배포되었배포되었

습니다습니다.
   

    postfix 역할은역할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다음다음 역할은역할은 완전히완전히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kdump
     

      network
     

      selinux
     

      storage
     

      timesync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RHEL 시스템시스템 역할에역할에 대한대한 지식베이스지식베이스 문서를문서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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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Z#1439896)
   

rhel-system-roles-sap 을을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이용이용 가능가능

     rhel-system-roles-sap 패키지는패키지는 SAP 워크로드를워크로드를 실행하기실행하기 위해위해 RHEL 시스템의시스템의 구성을구성을 자동화하는자동화하는  
데데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는있는 SAP용용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시스템 역할을역할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이러한이러한 역할은역할은 
관련관련 SAP Notes에에 설명된설명된 모범모범 사례를사례를 기반으로기반으로 하는하는 최적의최적의 설정을설정을 자동으로자동으로 적용하여적용하여 SAP 워크로드워크로드

를를 실행하는실행하는 시스템을시스템을 구성하는구성하는 시간을시간을 크게크게 단축합니다단축합니다. 액세스는액세스는 SAP 솔루션용솔루션용 RHEL로로 제한됩니다제한됩니다. 
서브스크립션에서브스크립션에 대한대한 지원이지원이 필요한필요한 경우경우 Red Hat 고객고객 지원에지원에 문의하십시오문의하십시오.
    

    rhel-system-roles-sap 패키지의패키지의 새로운새로운 역할은역할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sap-preconfigure
     

      sap-netweaver-preconfigure
     

      sap-hana-preconfigure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SAP용용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시스템 역할을역할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참고참고: RHEL 7.8 for SAP Solutions는는 현재현재 Intel 64 아키텍처아키텍처 및및 IBM POWER8에서에서 SAP HANA와와 함함
께께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검증되지검증되지 않았습니다않았습니다. SAP NetWeaver 및및 SAP ASE와와 같은같은 기타기타 SAP 애플리케이애플리케이

션션 및및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제품에서는제품에서는 RHEL 7.8 기능을기능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검증된검증된 릴리스릴리스 및및 SAP 지원에지원에 대대
한한 최신최신 정보는정보는 SAP Notes 2369910 및및 2235581을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660838)
   

7.10. 보안보안

이제이제 libreswan에서에서 SECCOMP 활성화활성화 가능가능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seccomp=enabled|tolerant|disabled 옵션이옵션이 ipsec.conf 구성구성 파일에파일에 추가되어추가되어

SECCOMP(Secure Computing mode)를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하면하면 Libreswan 이이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있
는는 모든모든 시스템시스템 호출을호출을 허용하여허용하여 syscall 보안이보안이 향상됩니다향상됩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ipsec.conf(5) 도움말도움말 페이지페이지

를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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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Z#1375750)
   

pk12util 에서에서 RSA-PSS 키를키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인증서를인증서를 가져올가져올 수수 있음있음

     이제이제 pk12util 툴에서툴에서 RSA-PSS 알고리즘으로알고리즘으로 서명된서명된 인증서를인증서를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가져올가져올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해당해당 개인개인 키를키를 가져오고가져오고 서명서명 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 RSA-PSS 로로 제한하는제한하는 
PrivateKeyInfo.privateKeyAlgorithm 필드가필드가 있는있는 경우경우 키를키를 가져올가져올 때때 무시됩니다무시됩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MZBZ#1413596 에서에서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431210)
   

certutil 에서에서 RSA-PSS 로로 서명된서명된 인증서인증서 지원지원 개선개선

     certutil 툴의툴의 RSA-PSS 알고리즘으로알고리즘으로 서명된서명된 인증서인증서 지원이지원이 개선되었습니다개선되었습니다. 주요주요 개선개선 사항사항 및및 수정수정 
사항은사항은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이제이제 --pss 옵션이옵션이 문서화되었습니다문서화되었습니다.
     

      인증서가인증서가 RSA-PSS 를를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제한되면제한되면 PKCS#1 v1.5 알고리즘은알고리즘은 자체자체 서명서명 서명에서명에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인증서를인증서를 나열할나열할 때때 subjectPublicKeyInfo 필드의필드의 빈빈 RSA-PSS 매개변수가매개변수가 더더 이상이상 유효하유효하

지지 않음으로않음으로 출력되지출력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SA - PSS 알고리즘으로알고리즘으로 서명된서명된 일반일반 RSA 인증서를인증서를 생성하는생성하는 --pss- sign 옵션이옵션이 추가되었추가되었

습니다습니다.
     

    certutil 에서에서 RSA-PSS 로로 서명된서명된 인증서인증서 지원은지원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제공됩니다제공됩니다.
   

    (BZ#1425514)
   

NSS 는는 인증서에서인증서에서 RSA-PSS 서명을서명을 확인할확인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HEL 7.5 버전의버전의 nss 패키지패키지 이후이후 NSS( Network Security Services ) 라이브러리는라이브러리는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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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의인증서의 RSA-PSS 서명을서명을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업데이트 이전에는이전에는 NSS 를를 SSL 백엔드로백엔드로 사용하는사용하는 클라이클라이

언트는언트는 RSA-PSS 알고리즘으로알고리즘으로 서명된서명된 인증서만인증서만 제공하는제공하는 서버에서버에 TLS 연결을연결을 설정할설정할 수수 없었습니다없었습니다.
    

    기능에는기능에는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제한제한 사항이사항이 있습니다있습니다.
   

      /etc/pki/nss-legacy/rhel7.config 파일의파일의 알고리즘알고리즘 정책정책 설정은설정은 RSA-PSS 서명에서명에 사용되는사용되는 
해시해시 알고리즘에는알고리즘에는 적용되지적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SA-PSS 매개변수매개변수 제한은제한은 무시되며무시되며 단일단일 인증서만인증서만 고려합니다고려합니다.
     

    (BZ#1432142)
   

usbguard 를를 사용하면사용하면 화면이화면이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잠겨잠겨 있는있는 동안동안 USB 장치를장치를 차단할차단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USBGuard 프레임워크를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사용하면 InsertedDevicePolicy 런타임런타임 매개변수매개변수 값을값을 설정하여설정하여 이미이미 
usbguard-daemon 인스턴스를인스턴스를 실행하여실행하여 새로새로 삽입된삽입된 USB 장치를장치를 처리하는처리하는 방법에방법에 영향을영향을 미칠미칠 수수 있습있습
니다니다. 이이 기능은기능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제공되며제공되며, 기본기본 선택은선택은 장치를장치를 인증할지인증할지 여부를여부를 파악하는파악하는 정책정책 규칙을규칙을 적적
용하는용하는 것입니다것입니다.
    

    화면이화면이 잠겨잠겨 있는있는 지식지식 베이스베이스 문서인문서인 동안동안 USB 장치장치 차단을차단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480100)
   

7.11. 스토리지스토리지

SCSI에에 대한대한 다중다중 대기열대기열 I/O 스케줄링스케줄링

     Red Hat Enterprise Linux 7에는에는 blk-mq 라는라는 블록블록 장치에장치에 대한대한 새로운새로운 다중다중 대기열대기열 I/O 스케줄링스케줄링 메메
커니즘이커니즘이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scsi-mq 패키지를패키지를 사용하면사용하면 SCSI(Simple Computer System Interface) 
하위하위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이이 새로운새로운 대기열대기열 메커니즘을메커니즘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기능은기능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제공되며제공되며 기기
본적으로본적으로 활성화되어활성화되어 있지있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활성화하려면활성화하려면 커널커널 명령줄에명령줄에 scsi_mod.use_blk_mq=Y 를를 추가합추가합

니다니다.
    

    또한또한 blk-mq 는는 특히특히 대기대기 시간이시간이 짧은짧은 장치에장치에 대해대해 향상된향상된 성능을성능을 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한위한 것이지만것이지만 항상항상 더더 나나
은은 성능을성능을 제공할제공할 수수 있다는있다는 보장은보장은 없습니다없습니다. 특히특히, 특히특히 많은많은 CPU가가 있는있는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scsi-mq 를를 활성활성
화하면화하면 성능이성능이 크게크게 저하될저하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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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Z#1109348)
   

libStorageMgmt API의의 대상대상 플러그인플러그인

     Red Hat Enterprise Linux 7.1부터는부터는 스토리지스토리지 어레이어레이 독립독립 API인인 libStorageMgmt를를 사용한사용한 스토리스토리

지지 어레이어레이 관리가관리가 완전히완전히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제공된제공된 API는는 안정적이고안정적이고 일관적이며일관적이며 개발자가개발자가 다양한다양한 스토리지스토리지 어어
레이를레이를 프로그래밍프로그래밍 방식으로방식으로 관리하고관리하고 제공되는제공되는 하드웨어하드웨어 가속화가속화 기능을기능을 활용할활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또한또한 시스시스
템템 관리자는관리자는 libStorageMgmt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수동으로수동으로 구성하고구성하고 포함된포함된 명령줄명령줄 인터페이스를인터페이스를 사사
용하여용하여 스토리지스토리지 관리관리 작업을작업을 자동화할자동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대상대상 플러그인은플러그인은 완전히완전히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으며않으며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남아남아 있습니다있습니다.
   

    (BZ#1119909)
   

qla2xxx 및및 lpfc 드라이버에서드라이버에서 기술기술 프리뷰로서의프리뷰로서의 SCSI-MQ

     Red Hat Enterprise Linux 7.4에서에서 업데이트된업데이트된 qla2xxx 드라이버는드라이버는 the ql2xmqsupport=1 모듈모듈 매매
개개 변수와변수와 함께함께 SCSI-MQ(multiqueue) 사용을사용을 활성화할활성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기본값은기본값은 0 (비활성화됨비활성화됨)입니다입니다.
    

    SCSI-MQ 기능은기능은 qla2xxx 또는또는 lpfc 드라이버와드라이버와 함께함께 사용할사용할 때때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제공됩니다제공됩니다.
   

    SCSI-MQ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async IO over Fibre Channel 어댑터를어댑터를 사용하여사용하여 Red Hat의의 최근최근 성능성능 테스트테스트

는는 특정특정 조건에서조건에서 성능이성능이 저하되는저하되는 것으로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나타났습니다.
   

    (BZ#1414957)
   

7.12. 시스템시스템 및및 서브스크립션서브스크립션 관리관리

YUM 4 는는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사용 가능가능

     차세대차세대 YUM 패키지패키지 관리자인관리자인 YUM 버전버전 4는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 Extras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기기
술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YUM 4 는는 DNF 기술을기술을 기반으로기반으로 하며하며 RHEL 7에서에서 사용되는사용되는 표준표준 YUM 3 에에 비해비해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이점을이점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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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성능 향상향상
     

      모듈식모듈식 콘텐츠콘텐츠 지원지원
     

      툴링과의툴링과의 통합을통합을 위해위해 적절하게적절하게 설계된설계된 안정된안정된 API
     

    YUM 4 를를 설치하려면설치하려면 yum install nextgen-yum4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subscription-manager 플러그인이플러그인이 포함된포함된 dnf-plugin-subscription -manager  패키지를패키지를 설치해야설치해야 
합니다합니다. 이이 플러그인은플러그인은 Red Hat Customer Portal 또는또는 Red Hat Satellite 6에서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보호된보호된 리포지리포지

토리에토리에 액세스하고액세스하고 /etc/yum.repos.d/redhat.repo 파일의파일의 자동자동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위해위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패키지를패키지를 관리하려면관리하려면 yum4 명령과명령과 해당해당 특정특정 옵션을옵션을 yum 명령과명령과 동일한동일한 방식으로방식으로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새로운새로운 YUM 4 툴과툴과 YUM 3의의 차이점에차이점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YUM 에에 비해비해 DNF CLI의의 변경변경 사항을사항을 참조참조
하십시오하십시오.
   

    Extras 리포지토리리포지토리 활성화활성화 방법에방법에 대한대한 지침은지침은 기술기술 자료자료 문서문서 Extras 채널채널/리포지터리에리포지터리에 가입하는가입하는 방방
법을법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461652)
   

7.13. 가상화가상화

KVM 게스트에게스트에 대한대한 USB 3.0 지원지원

     KVM 게스트를게스트를 위한위한 USB 3.0 호스트호스트 어댑터어댑터(xHCI) 에뮬레이션은에뮬레이션은 Red Hat Enterprise Linux 7에서에서 기기
술술 프리뷰로프리뷰로 남아남아 있습니다있습니다.
    

    (BZ#1103193)
   

VFIO 드라이버용드라이버용 no-IOMMU 모드모드

     이이 업데이트는업데이트는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VFIO(가상가상 기능기능 I/O) 드라이버에드라이버에 대해대해 No-IOMMU 모드를모드를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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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OMMU 모드는모드는 IOMMU(I/O Memory Management Unit) 없이없이 DMA(직접직접 메모리메모리 액세스액세스) 가능가능 장치장치
에에 대한대한 전체전체 사용자사용자 공간공간 I/O(사용자사용자 공간공간 I/O) 액세스를액세스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지원되지지원되지 않는않는 것것 외에도외에도 IOMMU에에
서서 제공하는제공하는 I/O 관리가관리가 부족하여부족하여 이이 모드를모드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은것은 안전하지안전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Z#1299662)
   

RHEL 7 게스트의게스트의 호스트로서의호스트로서의 Azure M416v2

     이제이제 Azure M416v2 인스턴스인스턴스 유형을유형을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하여사용하여 RHEL 7.6 이상을이상을 게스트게스트 운영운영 체제로체제로 
사용하는사용하는 가상가상 머신의머신의 호스트로호스트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661654)
   

virt-v2v 는는 Debian 및및 Ubuntu 게스트게스트 변환변환 가능가능

     virt-v2v 유틸리티는유틸리티는 기술기술 프리뷰로서프리뷰로서 이제이제 Debian 및및 Ubuntu 게스트게스트 가상가상 머신을머신을 변환할변환할 수수 있습니있습니

다다. 이이 변환을변환을 수행할수행할 때때 현재현재 다음다음 문제가문제가 발생합니다발생합니다.
    

      virt-v2v 는는 GRUB2 구성의구성의 기본기본 커널을커널을 변경할변경할 수수 없으며없으며 게스트에게스트에 구성된구성된 커널은커널은 게스트에게스트에

서서 보다보다 최적의최적의 커널커널 버전을버전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더라도있더라도 변환변환 중에중에 변경되지변경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Debian 또는또는 Ubuntu VMware 게스트를게스트를 KVM으로으로 변환한변환한 후후 게스트의게스트의 네트워크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이름이이름이 변경될변경될 수수 있으므로있으므로 수동수동 구성이구성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BZ#1387213)
   

GPU 기반기반 미디어미디어 장치에서장치에서 VNC 콘솔을콘솔을 지원지원

     이제이제 VNC(Virtual Network Computing) 콘솔을콘솔을 NVIDIA vGPU 기술과기술과 같은같은 GPU 기반기반 중재중재 장치와장치와 함함
께께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가상가상 시스템의시스템의 그래픽그래픽 출력의출력의 실시간실시간 렌더링을렌더링을 위해위해 이러한이러한 중재된중재된 장장
치를치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475770)
   

가상가상 머신머신 펌웨어펌웨어 열기열기

     OVMF(Open Virtual Machine Firmware)는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에서에서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OVMF는는 AMD64 및및 Intel 64 게스트를게스트를 위한위한 UEFI 보안보안 부팅부팅 환경입니다환경입니다. 그러나그러나 RHEL 7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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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는있는 가상화가상화 구성구성 요소는요소는 OVMF를를 부팅할부팅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OVMF는는 RHEL 8에서에서 완벽하게완벽하게 지지
원됩니다원됩니다.
    

    (BZ#653382)
   

7.14. 클라우드클라우드 환경의환경의 RHEL

Intel 네트워크네트워크 어댑터가어댑터가 Hyper-V의의 RHEL 게스트에서게스트에서 SR-IOV 지원지원

     Hyper-V 하이퍼바이저에서하이퍼바이저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Red Hat Enterprise Linux 게스트게스트 운영운영 체제는체제는 이제이제 ixgbevf 및및  
iavf  드라이버에서드라이버에서 지원하는지원하는 Intel 네트워크네트워크 어댑터에어댑터에 SR-IOV(Single-root I/O Virtualization) 기능을기능을 사사
용할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기능은기능은 다음다음 조건이조건이 충족되면충족되면 활성화됩니다활성화됩니다.
    

      NIC(네트워크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컨트롤러컨트롤러)에에 SR-IOV 지원이지원이 활성화됨활성화됨

     

      가상가상 NIC에에 대해대해 SR-IOV 지원이지원이 활성화됨활성화됨

     

      가상가상 스위치에스위치에 SR-IOV 지원이지원이 활성화됨활성화됨

     

      NIC의의 VF(가상가상 기능기능)가가 가상가상 머신에머신에 연결되어연결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기능은기능은 현재현재 Microsoft Windows Server 2019 및및 2016에서에서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BZ#134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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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장. 알려진알려진 문제문제

   이이 장에서는장에서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9의의 알려진알려진 문제를문제를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8.1. 인증인증 및및 상호상호 운용성운용성

최신최신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를이미지를 사용하여사용하여 ipa-server 를를 업그레이드한업그레이드한 후후 Active Directory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신뢰가신뢰가 
제대로제대로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최신최신 버전의버전의 컨테이너컨테이너 이미지로이미지로 IdM 서버를서버를 업그레이드한업그레이드한 후후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도메인의 기존기존 신뢰가신뢰가 
더더 이상이상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기존기존 신뢰성을신뢰성을 삭제하고삭제하고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후후 다시다시 설정합니설정합니

다다.
    

    (BZ#1819745)
   

8.2. 컴파일러컴파일러 및및 툴툴

RHEL에에 포함된포함된 GCC 스레드스레드 제거기제거기 더더 이상이상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음않음

     커널커널 메모리메모리 매핑의매핑의 호환되지호환되지 않는않는 변경으로변경으로 인해인해 RHEL의의 GCC(GNU C Compiler) 컴파일러컴파일러 버전에버전에 
포함된포함된 스레드스레드 제거기가제거기가 더더 이상이상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또한또한 스레드스레드 제거기는제거기는 호환되지호환되지 않는않는 메모리메모리 레이아레이아

웃에웃에 맞게맞게 조정할조정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따라서따라서 RHEL에에 포함된포함된 GCC 스레드스레드 제거기를제거기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Red Hat Developer Toolset에에 포함된포함된 GCC 버전을버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스레드스레드 제거기를제거기를 
사용하는사용하는 코드를코드를 빌드합니다빌드합니다.
   

    (BZ#1569484)
   

8.3. 설치설치 및및 부팅부팅

DISA STIG 프로파일프로파일 또는또는 CIS 프로파일을프로파일을 사용하여사용하여 GUI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Server 로로 설치된설치된 시스템은시스템은 제대로제대로 
시작되지시작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DISA STIG 프로필과프로필과 CIS 프로파일은프로파일은 xorg-x11-server-common (X Windows) 패키지를패키지를 제거해야제거해야 하하
지만지만 기본기본 대상을대상을 변경할변경할 필요는필요는 없습니다없습니다. 그그 결과결과 시스템은시스템은 GUI를를 실행하도록실행하도록 구성되었지만구성되었지만 X 
Windows 패키지가패키지가 누락되었습니다누락되었습니다. 따라서따라서 시스템이시스템이 제대로제대로 시작되지시작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DISA STIG 프로필과프로필과 CIS 프로필을프로필을 GUI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선택으로선택으로 서버와서버와 함께함께 사용하지사용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 또는또는 
package_xorg-x11-server-common_removed 규칙을규칙을 제거하여제거하여 프로필을프로필을 사용자사용자 지정하지지정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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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Z#1648162)
   

8.4. 커널커널

kdump를를 수행할수행할 때때 radeon 드라이버가드라이버가 하드웨어를하드웨어를 올바르게올바르게 재설정하지재설정하지 못했습니다못했습니다.

     kdump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수행할수행할 때와때와 같이같이 현재현재 실행실행 중인중인 커널에서커널에서 커널을커널을 부팅할부팅할 때때 radeon 커널커널 드라이드라이

버는버는 현재현재 하드웨어를하드웨어를 올바르게올바르게 재설정하지재설정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대신대신 kdump 커널이커널이 예기치예기치 않게않게 종료되므로종료되므로 나머나머
지지 kdump 서비스가서비스가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etc/kdump.conf 파일에파일에 다음다음 행을행을 추가하여추가하여 kdump 에서에서 radeon 을을 비활성화비활성화

합니다합니다.
   

dracut_args --omit-drivers "radeon"

    그런그런 다음다음 시스템과시스템과 kdump 를를 다시다시 시작합니다시작합니다.
   

    이이 시나리오에서는시나리오에서는 kdump 중에중에 그래픽을그래픽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지만없지만 kdump  가가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완료됩니다.
   

    (BZ#1168430)
   

Windows Server 2019 호스트에서호스트에서 RHEL 7 게스트게스트 콘솔에콘솔에 대한대한 느린느린 연결연결 속도속도

     Windows Server 2019 호스트에서호스트에서 다중다중 사용자사용자 모드에서모드에서 RHEL 7을을 게스트게스트 운영운영 체제로체제로 사용하는사용하는 경경
우우 게스트의게스트의 콘솔콘솔 출력에출력에 연결하는연결하는 데데 현재현재 예상보다예상보다 훨씬훨씬 오래오래 걸립니다걸립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SSH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게스트에게스트에 연결하거나연결하거나 호스트로호스트로 Windows Server 2016을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BZ#1706522)
   

dm_crypt가가 intel_qat과과 함께함께 사용될사용될 때때 커널커널 교착교착 상태가상태가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intel_qat 커널커널 모듈은모듈은 G  _ATOMIC 메모리메모리 할당을할당을 사용하며사용하며 메모리메모리 부하가부하가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결과결과
적으로적으로 dm_crypt 커널커널 모듈에서모듈에서 intel_ qat 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오프로드를오프로드를 암호화하는암호화하는 경우경우 커널커널 교착교착 상태와상태와 
가능한가능한 데이터데이터 손상이손상이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다음다음 중중 하나를하나를 선택할선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HEL 8로로 업데이트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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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_qat 을을 암호화암호화 오프로드에오프로드에 사용하지사용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성능성능 영향이영향이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음있음)
     

      과도한과도한 메모리메모리 부족부족 상태가상태가 되지되지 않는지않는지 확인하십시오확인하십시오.
     

    (BZ#1813394)
   

RHEL 7의의 Amazon c5a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vmcore 파일파일 생성이생성이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Amazon c5a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APIC(Advanced Programmable Interrupt Controller)는는 kdump 커널커널 내의내의 
플랫플랫 모드에서모드에서 구성된구성된 경우경우 LAPIC(Local APIC)의의 인터럽트를인터럽트를 라우팅하지라우팅하지 못합니다못합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kdump 
커널이커널이 부팅되지부팅되지 않고않고 kdump 커널이커널이 추가추가 분석을분석을 위해위해 vmcore 파일을파일을 저장하지저장하지 못하게못하게 합니다합니다.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다음을다음을 수행합니다수행합니다.
   

1. 
      crash kernel 인수를인수를 256M 으로으로 설정하여설정하여 크래시크래시 커널커널 크기를크기를 늘립니다늘립니다.
     

$ grubby-args="crashkernel=256M" --update-kernel
/boot/vmlinuz-`uname -r`

2. 
      /etc/sysconfig/kdump 파일을파일을 편집하여편집하여 nr_cpus=9 옵션을옵션을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KDUMP_COMMANDLINE_APPEND="irqpoll" *nr_cpus=9*
reset_devices
cgroup_disable=memory mce=off numa=off udev.children-
max=2 panic=10 acpi_no_memhotplug
transparent_hugepage=never nokaslr novmcoredd
hest_disable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커널커널 충돌충돌 시시 kdump 커널이커널이 9개의개의 CPU로로 부팅되고부팅되고 vmcore 파일이파일이 캡처됩니다캡처됩니다. kdump 
서비스는서비스는 kdump 커널에서커널에서 9개의개의 CPU를를 활성화하므로활성화하므로 상당한상당한 양의양의 크래시크래시 커널커널 메모리를메모리를 사용하여사용하여 
vmcore 파일을파일을 덤프할덤프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 따라서따라서 크래시크래시 커널에커널에 kdump 커널을커널을 부팅하는부팅하는 데데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는있는 
크기가크기가 256MB인지인지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BZ#1844522)
   

일부일부 kretprobe를를 활성화하면활성화하면 커널커널 패닉이패닉이 트리거될트리거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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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다음 함수의함수의 kretprobes 를를 사용하면사용하면 CPU 하드하드 잠금이잠금이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_raw_spin_lock
     

      _raw_spin_lock_irqsave
     

      _raw_spin_unlock_irqrestore
     

      queued_spin_lock_slowpath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이러한이러한 kprobe 이벤트를이벤트를 활성화하면활성화하면 시스템시스템 응답에응답에 오류가오류가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경우경우 커커
널널 패닉이패닉이 발생합니다발생합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언급된언급된 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 kretprobes 구성을구성을 피하고피하고 시스템시스템 응답응답 
실패를실패를 방지합니다방지합니다.
   

    (BZ#1838903)
   

UEFI Secure Boot가가 활성화된활성화된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kdump 서비스가서비스가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UEFI Secure Boot가가 활성화된활성화된 시스템이시스템이 최신최신 RHEL 커널커널 버전으로버전으로 부팅되면부팅되면 kdump 서비스가서비스가 시작시작
되지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설명된설명된 시나리오에서시나리오에서 kdump 는는 다음다음 오류오류 메시지를메시지를 보고합니다보고합니다.
    

kexec_file_load failed: Required key not available

    다음다음 중중 하나로하나로 인해인해 이이 동작이동작이 표시됩니다표시됩니다.
   

      최신최신 커널커널 버전으로버전으로 크래시크래시 커널커널 부팅부팅.
     

      /etc/sysconfig/kdump 파일의파일의 KDUMP_KERNELVER 변수를변수를 최신최신 커널커널 버전으로버전으로 구성구성.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kdump 가가 시작되지시작되지 않으므로않으므로 충돌충돌 이벤트이벤트 중에중에 덤프덤프 코어가코어가 저장되지저장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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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다음다음 중중 하나를하나를 사용하십시오사용하십시오.
   

      최신최신 RHEL 7 수정수정 사항으로사항으로 크래시크래시 커널을커널을 부팅합니다부팅합니다.
     

      최신최신 커널커널 버전을버전을 사용하도록사용하도록 etc/sysconfig/kdump 에서에서 KDUMP_KERNELVER 를를 구성합구성합

니다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설명된설명된 시나리오에서시나리오에서 kdump 가가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시작됩니다시작됩니다.
   

    (BZ#1862840)
   

RHEL 설치설치 프로그램에서프로그램에서 iSCSI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탐지하지탐지하지 못할못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HEL 설치설치 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 일부일부 HBA(iSCSI 호스트호스트 버스버스 어댑터어댑터)를를 오프로드하기오프로드하기 위해위해 iSCSI와와 관련된관련된 
커널커널 명령줄명령줄 옵션을옵션을 자동으로자동으로 설정하지설정하지 않을않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RHEL 설치설치 프로그램에서프로그램에서 iSCSI 스스
토리지를토리지를 탐지하지탐지하지 못할못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설치설치 프로그램으로프로그램으로 부팅할부팅할 때때 커널커널 명령줄에명령줄에 다음다음 옵션을옵션을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rd.iscsi.ibft=1 rd.iscsi.firmware=1

    이러한이러한 옵션을옵션을 사용하면사용하면 사전사전 OS 펌웨어펌웨어 구성에서구성에서 네트워크네트워크 구성구성 및및 iSCSI 대상대상 검색을검색을 활성화합니다활성화합니다.
   

    펌웨어가펌웨어가 iSCSI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구성하므로구성하므로 설치설치 프로그램에서프로그램에서 iSCSI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검색하고검색하고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있
습니다습니다.
   

    (BZ#1871027)
   

mlx5e_rep_neigh_update 작업작업 큐의큐의 경쟁경쟁 조건이조건이 커널커널 패닉을패닉을 트리거하는트리거하는 경우가경우가 있습니다있습니다.

     SR-IOV(Single Root I/O Virtualization) 기능의기능의 switchdev in-kernel 드라이버드라이버 모델을모델을 사용하여사용하여 
mlx5 장치를장치를 통해통해 캡슐화캡슐화 작업을작업을 해제할해제할 때때 mlx5e_rep_neigh_update 작업작업 대기열에서대기열에서 경쟁경쟁 조건이조건이 발발
생할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커널커널 패닉을패닉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시스템이시스템이 예기치예기치 않게않게 종료되고종료되고 다음다음 메시지가메시지가 표시표시
됩니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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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queue: mlx5e mlx5e_rep_neigh_update [mlx5_core]

    현재는현재는 이이 문제에문제에 대한대한 해결해결 방법방법 또는또는 부분적인부분적인 완화완화 방법을방법을 알알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BZ#1874101)
   

Ice 드라이버가드라이버가 Intel® 네트워크네트워크 어댑터에어댑터에 대해대해 로드되지로드되지 않음않음

     다음을다음을 제외하고제외하고 모든모든 Intel® 이더넷이더넷 네트워크네트워크 어댑터어댑터 E810-XXV에에 대해대해 임베드임베드 커널커널 드라이버가드라이버가 로드로드
되지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v00008086d00001593sv*sd*bc*sc*i*
     

      v00008086d00001592sv*sd*bc*sc*i*
     

      v00008086d00001591sv*sd*bc*sc*i*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네트워크네트워크 어댑터는어댑터는 운영운영 체제에서체제에서 탐지되지탐지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기해결하기 위해위해 Intel® 또또
는는 Dell에서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RHEL 7의의 외부외부 드라이버를드라이버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933998)
   

kdump는는 Hyper-V 가상가상 머신에서머신에서 nr_cpus를를 2개개 이상이상 설정할설정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Microsoft Hyper-V 하이퍼바이저에서하이퍼바이저에서 RHEL 7.9를를 게스트게스트 운영운영 체제로체제로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nr_cpus 매개매개 
변수를변수를 2 이상으로이상으로 설정하면설정하면 kdump 커널이커널이 응답하지응답하지 않는않는 경우도경우도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문제가문제가 발생하지발생하지 않도록않도록 
하려면하려면 게스트의게스트의 /etc/sysconfig/kdump 파일에서파일에서 기본기본 nr_cpus=1 매개매개 변수를변수를 변경하지변경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
    

    (BZ#1773478)
   

8.5. 네트워킹네트워킹

Red Hat Enterprise Linux 7에서에서 MD5 해시해시 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 사용한사용한 서명서명 확인이확인이 비활성화되어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MD5 서명서명 인증서가인증서가 필요한필요한 Wi-Fi 보호보호 액세스액세스(WPA) 엔터프라이즈엔터프라이즈 액세스액세스 지점지점(AP)에에 연결할연결할 수수 없습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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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usr/lib/systemd/system/ 디렉토리에서디렉토리에서  wpa_supplicant.service 파일을파일을 
/etc/systemd/system/ 디렉토리에디렉토리에 복사하고복사하고 파일의파일의 서비스서비스 섹션에섹션에 다음다음 행을행을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Environment=OPENSSL_ENABLE_MD5_VERIFY=1

    그런그런 다음다음 systemctl daemon-reload 명령을명령을 root로로 실행하여실행하여 서비스서비스 파일을파일을 다시다시 로드합니다로드합니다.
   

중요중요

     MD5 인증서는인증서는 안전하지안전하지 않으며않으며 Red Hat에서는에서는 사용하지사용하지 않는않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BZ#1062656)
   

bind-utils DNS 조회조회 유틸리티는유틸리티는 glibc보다보다 적은적은 검색검색 도메인을도메인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bind-utils 패키지의패키지의 dig,host 및및 nslookup DNS 조회조회 유틸리티는유틸리티는 최대최대 8개의개의 검색검색 도메인만도메인만 지원하며지원하며 
시스템의시스템의 glibc 확인자는확인자는 임의임의 수의수의 검색검색 도메인을도메인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etc/resolv.conf 파일을파일을 검색검색
하는하는 경우경우 DNS 조회조회 유틸리티에유틸리티에 8개개 이상의이상의 도메인이도메인이 포함될포함될 때때 애플리케이션과애플리케이션과 다른다른 결과가결과가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다음다음 중중 하나를하나를 사용하십시오사용하십시오.
   

      점으로점으로 끝나는끝나는 전체전체 이름이름 또는또는
     

      resolv.conf 검색검색 절에서절에서 9개개 미만미만 도메인도메인.
     

    세세 개개 이상의이상의 도메인을도메인을 사용하지사용하지 않는않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BZ#1758317)
   

BIND 9.11 쿼리쿼리 로깅이로깅이 활성화된활성화된 경우경우 쿼리쿼리 오류의오류의 로그로그 심각도를심각도를 변경합니다변경합니다.

     BIND 9.11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쿼리쿼리 로깅이로깅이 활성화되면활성화되면 query-errors 의의 로그로그 심각도가심각도가 debug 1 에서에서 
info 로로 변경됩니다변경됩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오류를오류를 설명하는설명하는 추가추가 로그로그 항목이항목이 이제이제 쿼리쿼리 로그에로그에 표시됩니다표시됩니다. 이이 문제문제
를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etc/named.conf 파일의파일의 로깅로깅 섹션에섹션에 다음다음 문을문을 추가합니다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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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query-errors { default_debug; };

    그러면그러면 쿼리쿼리 오류가오류가 디버그디버그 로그로로그로 다시다시 이동합니다이동합니다.
   

    또는또는 다음다음 문을문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모든모든 쿼리쿼리 오류오류 메시지를메시지를 삭제합니다삭제합니다.
   

category querry-errors { null; };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이름이름 쿼리만쿼리만 이전이전 BIND .4 릴리스와릴리스와 유사한유사한 방식으로방식으로 기록됩니다기록됩니다.
   

    (BZ#1853191)
   

정방향정방향 영역에서영역에서 검사검사 이름이름 옵션이옵션이 허용되지허용되지 않은않은 경우경우 named- chroot 서비스가서비스가 시작되지시작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정방향정방향 영역영역 정의에서정의에서 check-names 옵션을옵션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9.11을을 바인딩바인딩 하기하기 위해위해 리베이스를리베이스를 사용하면사용하면 다음다음 영역영역 유형만유형만 바인딩됩니다바인딩됩니다.
   

      master
     

      slave
     

      stub
     

      힌트힌트
     

    check-names 문을문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이전에이전에 전달전달 영역영역 정의에서정의에서 허용된허용된 check-names 옵션이옵션이 더더 이상이상 허용되지허용되지 않으며않으며 named-
chroot 서비스서비스 시작시작 시시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master,slave,stub 또는또는 hint 를를 제외한제외한 모든모든 
영역영역 유형에서유형에서 check-names 옵션을옵션을 제거합니다제거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 7.9 릴리스릴리스 정보정보

64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named-chroot 서비스가서비스가 오류오류 없이없이 다시다시 시작됩니다시작됩니다. 무시된무시된 문은문은 제공된제공된 서비스를서비스를 변경하변경하

지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Z#1851836)
   

NFQUEUE 대상은대상은 queue-cpu-fanout 플래그를플래그를 덮어씁니다덮어씁니다.

     --queue-bypass 및및 --queue- cpu-fanout 옵션을옵션을 사용하는사용하는 iptables NFQUEUE 대상은대상은 --queue- 
bypass 옵션옵션 다음에다음에 정렬된정렬된 경우경우 --queue-cpu- fanout 옵션을옵션을 실수로실수로 재정의합니다재정의합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
queue-cpu-fanout 옵션은옵션은 무시됩니다무시됩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queue- cpu-fanout 옵션옵션 앞에앞에 --queue-bypass 옵션을옵션을 다시다시 정렬합니다정렬합니다.
   

    (BZ#1851944)
   

8.6. 보안보안

symlink의의 감사감사 실행실행 파일이파일이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음않음

     w 옵션이옵션이 제공하는제공하는 파일파일 모니터링은모니터링은 경로를경로를 직접직접 추적할추적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실행된실행된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비교하려면비교하려면 
장치와장치와 inode의의 경로를경로를 확인해야확인해야 합니다합니다. 실행실행 가능한가능한 symlink를를 모니터링하는모니터링하는 감시는감시는 symlink 해상도해상도

에서에서 발견되는발견되는 메모리에서메모리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 아닌아닌 symlink 자체의자체의 inode를를 모니터링합니다모니터링합니다. 감시에감시에

서서 symlink를를 확인하여확인하여 결과결과 실행실행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가져오더라도가져오더라도 규칙이규칙이 다른다른 symlink에서에서 호출된호출된 multi-call 
바이너리에바이너리에 대해대해 트리거됩니다트리거됩니다. 이로이로 인해인해 잘못된잘못된 양의양의 로그가로그가 급증하게급증하게 됩니다됩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symlink의의 
감사감사 실행실행 파일파일 감시가감시가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프로그램프로그램 실행실행 파일의파일의 해결해결 경로를경로를 감시하고감시하고 comm= 또는또는 proctitle=  필드에필드에 나나
열된열된 마지막마지막 구성구성 요소를요소를 사용하여사용하여 결과결과 로그로그 메시지를메시지를 필터링합니다필터링합니다.
   

    (BZ#1421794)
   

다른다른 SELinux 컨텍스트로컨텍스트로 전환하는전환하는 동안동안 파일을파일을 실행하려면실행하려면 추가추가 권한이권한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RHEL 7.8의의 CVE-2019-11190 수정수정 사항사항 백포트로백포트로 인해인해 다른다른 SELinux 컨텍스트로컨텍스트로 전환하는전환하는 동안동안 파파
일을일을 실행하려면실행하려면 이전이전 릴리스보다릴리스보다 더더 많은많은 권한이권한이 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
    

    대부분의대부분의 경우경우 domain_entry_file() 인터페이스는인터페이스는 새로새로 필요한필요한 권한을권한을 SELinux 도메인에도메인에 부여합니다부여합니다. 
그러나그러나 실행된실행된 파일이파일이 스크립트인스크립트인 경우경우 대상대상 도메인에도메인에 인터프리터의인터프리터의 바이너리를바이너리를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는있는 권한이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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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없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새로새로 필요한필요한 권한이권한이 부족하면부족하면 AVC 거부로거부로 이어질이어질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SELinux가가 강제강제 모드모드
로로 실행실행 중인중인 경우경우 커널이커널이 SIGSEGV 또는또는 SIGKILL 신호로신호로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종료할종료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selinux-policy 패키지의패키지의 일부인일부인 도메인의도메인의 파일에서파일에서 문제가문제가 발생하면발생하면 이이 구성구성 요소에요소에 대한대한 버그를버그를 제출제출
하십시오하십시오.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정책정책 모듈의모듈의 일부인일부인 경우경우 표준표준 SELinux 인터페이스를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누락된누락된 권한을권한을 부부
여하는여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쉘쉘 스크립트의스크립트의 corecmd_exec_shell()
     

      Perl 또는또는 Python과과 같이같이 bin _t로로 레이블이레이블이 지정된지정된 인터프리터의인터프리터의 경우경우 corecmd_ 
exec_all_executables()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selinux-policy-doc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usr/share/selinux/devel/include/kernel/corecommands.if 파일과파일과 고객고객 포털에서포털에서 RHEL SELinux 정책정책 
API 문서의문서의 안정성을안정성을 손상시키는손상시키는 예외예외 를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832194)
   

OpenSCAP로로 많은많은 수의수의 파일을파일을 스캔하면스캔하면 시스템에시스템에 메모리가메모리가 부족합니다부족합니다.

     OpenSCAP 스캐너는스캐너는 검사가검사가 완료될완료될 때까지때까지 수집된수집된 모든모든 결과를결과를 메모리에메모리에 저장합니다저장합니다. 그그 결과결과 GUI 
및및 워크스테이션워크스테이션 을을 사용한사용한 대규모대규모 패키지패키지 그룹그룹 Server에서에서 많은많은 수의수의 파일을파일을 스캔할스캔할 때때 시스템에시스템에 메모리메모리
가가 부족해질부족해질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더더 작은작은 패키지패키지 그룹그룹(예예: RAM이이 제한된제한된 시스템에시스템에 Server 및및 Minimal Install )을을 
사용하십시오사용하십시오. 시나리오에시나리오에 대규모대규모 패키지패키지 그룹이그룹이 필요한필요한 경우경우 시스템에시스템에 가상가상 또는또는 스테이징스테이징 환경에환경에 충분충분
한한 메모리가메모리가 있는지있는지 테스트할테스트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또는또는 전체전체 / 파일파일 시스템에시스템에 대한대한 재귀가재귀가 필요한필요한 규칙을규칙을 선택선택 취취
소하도록소하도록 검사검사 프로필을프로필을 조정할조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pm_verify_hashes
     

      rpm_verify_permissions
     

      rpm_verify_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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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_permissions_unauthorized_world_writable
     

      no_files_unowned_by_user
     

      dir_perms_world_writable_system_owned
     

      file_permissions_unauthorized_suid
     

      file_permissions_unauthorized_sgid
     

      file_permissions_ungroupowned
     

      dir_perms_world_writable_sticky_bits
     

    이렇게이렇게 하면하면 OpenSCAP 스캐너가스캐너가 시스템에시스템에 메모리가메모리가 부족해지는부족해지는 것을것을 방지할방지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829782)
   

SHA-1을을 사용하는사용하는 RSA 서명은서명은 RHEL7에서에서 완전히완전히 비활성화할비활성화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새새 SHA2( rsa-sha2-512,rsa-sha2-256) 서명을서명을 사용하려면사용하려면 OpenSSH에서에서 ssh -rsa서명서명 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 
허용해야허용해야 하므로하므로 RHEL7에서에서 SHA1 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 완전히완전히 비활성화할비활성화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이러한이러한 제한제한 사항을사항을 해해
결하기결하기 위해위해 RHEL8로로 업데이트하거나업데이트하거나 SHA2만만 사용하는사용하는 ECDSA/Ed25519 키를키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BZ#1828598)
   

CIS 프로파일에서프로파일에서 rpm_verify_permissions 실패실패

     rpm_verify_permissions 규칙은규칙은 파일파일 권한을권한을 패키지패키지 기본기본 권한과권한과 비교합니다비교합니다. 그러나그러나 scap-
security-guide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CIS(Center for Internet Security) 프로필은프로필은 일부일부 파일파일 권한을권한을 기본기본
값보다값보다 더더 엄격하게엄격하게 변경합니다변경합니다. 그그 결과결과 rpm_verify_permissions 를를 사용한사용한 특정특정 파일파일 확인에확인에 실패했습실패했습

니다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이러한이러한 파일에파일에 다음다음 권한이권한이 있는지있는지 수동으로수동으로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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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cron.d (0700)
     

      /etc/cron.hourly (0700)
     

      /etc/cron.monthly (0700)
     

      /etc/crontab (0600)
     

      /etc/cron.weekly (0700)
     

      /etc/cron.daily (0700)
     

    관련관련 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SCAP Security Guide는는 CIS RHEL 7 Benchmark v2.2.0과과 일치하일치하

는는 프로파일을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을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BZ#1838622)
   

OpenSCAP 파일파일 소유권소유권 관련관련 규칙이규칙이 원격원격 사용자사용자 및및 그룹그룹 백엔드에서백엔드에서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음않음

     OpenSCAP 제품군에서제품군에서 구성구성 확인을확인을 수행하는수행하는 데데 사용하는사용하는 OVAL 언어에는언어에는 제한된제한된 기능기능 세트가세트가 있습있습
니다니다. 일부일부 사용자가사용자가 원격인원격인 경우경우 시스템시스템 사용자사용자, 그룹그룹 및및 해당해당 ID의의 전체전체 목록을목록을 얻을얻을 가능성이가능성이 부족합니부족합니

다다. 예를예를 들어들어, LDAP와와 같은같은 외부외부 데이터베이스에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저장된 경우경우.
    

    따라서따라서 사용자사용자 ID 또는또는 그룹그룹 ID와와 함께함께 작동하는작동하는 규칙에는규칙에는 원격원격 사용자의사용자의 ID에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따라서따라서 이러한이러한 ID는는 시스템과시스템과 외부로외부로 식별됩니다식별됩니다. 이로이로 인해인해 호환호환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검사가검사가 실패할실패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scap-security-guide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다음다음 규칙이규칙이 영향을영향을 받습니다받습니다.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file_permissions_ungroupowned
     

      xccdf_org.ssgproject.content_rule_no_files_unowned_by_user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기해결하기 위해위해 원격원격 사용자를사용자를 정의하는정의하는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사용자사용자 또는또는 그룹그룹 ID를를 처리하는처리하는 규칙이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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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는실패하는 경우경우 실패한실패한 부분을부분을 수동으로수동으로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OpenSCAP 스캐너를스캐너를 사용하면사용하면 -- report 옵션과옵션과 함함
께께 --oval-results 옵션을옵션을 지정할지정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옵션은옵션은 HTML 보고서에보고서에 잘못된잘못된 파일과파일과 UID를를 표시하고표시하고  
수동수동 버전버전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간단하게간단하게 만듭니다만듭니다.
   

    또한또한 RHEL 8.3에서에서 scap-security-guide 패키지의패키지의 규칙에는규칙에는 local-user 백엔드만백엔드만 평가한평가한 경고가경고가 포함포함
되어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BZ#1721439)
   

Essential Eight 프로파일에서프로파일에서  rpm_verify_permissions 및및 rpm_verify_ownership 이이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rpm_verify_permissions 규칙은규칙은 파일파일 권한을권한을 패키지패키지 기본기본 권한과권한과 비교하고비교하고 rpm_verify_ownership 
규칙은규칙은 file owner와와 패키지패키지 기본기본 소유자를소유자를 비교합니다비교합니다. 그러나그러나 scap-security-guide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제공하제공하

는는 호주호주 사이버사이버 보안보안 센터센터(ACSC) Essential Eight 프로파일은프로파일은 일부일부 파일파일 권한권한 및및 소유권을소유권을 기본값보다기본값보다 엄엄
격하게격하게 변경합니다변경합니다. 그그 결과결과 rpm_verify_ permissions 및및 rpm_verify_ ownership 을을 사용한사용한 특정특정 파일파일 
확인에확인에 실패했습니다실패했습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usr/libexec/abrt-action-install-debuginfo-to-abrt-cache 
파일을파일을 root 가가 소유하고소유하고 suid 및및 sgid 비트가비트가 설정되어설정되어 있는지있는지 수동으로수동으로 확인합니다확인합니다.
    

    (BZ#1778661)
   

8.7. 서버서버 및및 서비스서비스

SAP용용 compat-unixODBC234 패키지에는패키지에는 unixODBC 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 로드하기로드하기 위한위한 심볼릭심볼릭 링크가링크가 필요필요
합니다합니다.

     RHEL 7에서는에서는 unixODBC 패키지패키지 버전버전 2.3.1을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또한또한 compat-unixODBC234 패패
키지키지 버전버전 2.3.4는는 RHEL 7 for SAP Solutions sap-hana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자세한자세한 내내
용은용은 새로운새로운 패키지패키지: SAP 용용 compat-unixODBC234 을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unixODBC 버전버전 2.3.1과과 2.3.4의의 마이너마이너 ABI 차이로차이로 인해인해 버전버전 2.3.1으로으로 빌드된빌드된 애플리케이션은애플리케이션은 일부일부 
드문드문 경우경우 2.3.4 버전에서버전에서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을않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러한이러한 비호환성으로비호환성으로 인한인한 문제를문제를 방지하기방지하기 위해위해 
compat-unixODBC234 패키지는패키지는 이이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공유공유 라이브러리에라이브러리에 다른다른 SONAME을을 사용사용
하며하며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파일은파일은 /usr/lib64/libodbc.so.1002.0.0 대신대신 /usr/lib64/libodbc.so.2.0.0 에서에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그그 결과결과 dlopen() 함수를함수를 사용하여사용하여 런타임에런타임에 unixODBC 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로드하는 unixODBC 버전버전 2.3.4
로로 빌드된빌드된 타사타사 애플리케이션이애플리케이션이 다음다음 오류오류 메시지로메시지로 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 로드하지로드하지 못했습니다못했습니다.
   

/usr/lib64/libodbc.so.2.0.0: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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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다음다음 심볼릭심볼릭 링크를링크를 만드십시오만드십시오.
   

# ln -s /usr/lib64/libodbc.so.1002.0.0 /usr/lib64/libodbc.so.2.0.0

    필요한필요한 경우경우 compat-unixODBC234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다른다른 라이브러리에라이브러리에 대한대한 유사한유사한 심볼릭심볼릭 링크링크.
   

    compat-unixODBC234 패키지는패키지는 기본기본 RHEL 7 unixODBC 패키지와패키지와 충돌합니다충돌합니다. 따라서따라서 compat-
unix ODBC234를를 설치하기설치하기 전에전에 unix ODBC 를를 제거합니다제거합니다.
   

    (BZ#1844443)
   

OpenLDAP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간의간의 기호기호 충돌로충돌로 인해인해 httpd에서에서 충돌이충돌이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OpenLDAP에서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libldap 및및 libldap_r 라이브러리가라이브러리가 모두모두 로드되고로드되고 단일단일 프로세스프로세스 내에서내에서 사사
용되는용되는 경우경우 이러한이러한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간의간의 기호기호 충돌이충돌이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httpd 구성을구성을 통해통해 
mod_security 또는또는 mod_auth_ openidc 모듈도모듈도 로드하는로드하는 경우경우 PHP ldap 확장을확장을 사용하는사용하는 Apache 
httpd 하위하위 프로세스가프로세스가 예기치예기치 않게않게 종료될종료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APR(Apache Portable Runtime) 라이브러리에라이브러리에 대한대한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httpd 모듈을모듈을 로드할로드할 때때 
RTLD _DEEPBIND 동적동적 링커링커 옵션을옵션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는있는 APR _DEEPBIND 환경환경 변수를변수를 설정하여설정하여 문제를문제를 해해
결할결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APR_DEEPBIND 환경환경 변수가변수가 활성화되면활성화되면 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로드하는 httpd 구성에서구성에서 충충
돌이돌이 발생하지발생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Z#1739287)
   

8.8. 스토리지스토리지

RHEL 7은은 VMD 2.0 스토리지를스토리지를 지원하지지원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10세대세대 Intel Core 및및 3세대세대 Intel Xeon 확장형확장형 플랫폼플랫폼(Intel Ice Lake라고도라고도 함함)에는에는 VMD(볼륨볼륨 관리관리 
장치장치) 기술의기술의 버전버전 2.0을을 활용하는활용하는 하드웨어가하드웨어가 포함됩니다포함됩니다.
    

    RHEL 7은은 더더 이상이상 새새 하드웨어를하드웨어를 지원하기지원하기 위한위한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받지받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따라서따라서 RHEL 7은은 VMD 
2.0에서에서 관리하는관리하는 NVMe(Non-Volatile Memory Express) 장치를장치를 인식할인식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기해결하기 위해위해 Red Hat은은 최신최신 주요주요 RHEL 릴리스로릴리스로 업그레이드하는업그레이드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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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Z#1942865)
   

iSCSI 대상대상 제거제거 후후 SCSI 장치를장치를 삭제할삭제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네트워크네트워크 또는또는 대상대상 측측 구성구성 변경으로변경으로 인해인해 iSCSI 세션이세션이 중단되는중단되는 것을것을 포함하여포함하여 전송전송 문제로문제로 인해인해 
SCSI 장치가장치가 BLOCKED 인인 경우경우 전송전송 오류오류 복구복구 시시 차단되는차단되는 동안동안 연결된연결된 장치를장치를 삭제할삭제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삭삭
제제 sysfs 명령명령(/sys/block/sd*/device/delete)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SCSI 장치를장치를 제거하려는제거하려는 경우경우 무기한무기한 차단할차단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세션세션 모드모드(세션세션 ID 지정지정) 또는또는 노드노드 모드모드(차단된차단된 세션에세션에 일치하는일치하는 대상대상 이름이름 및및 포포
털털 지정지정)에서에서 iscsiadm logout 명령으로명령으로 전송전송 세션을세션을 종료합니다종료합니다. 복구복구 세션에서세션에서 iSCSI 세션세션 로그아웃을로그아웃을 
실행하면실행하면 세션이세션이 종료되고종료되고 SCSI 장치가장치가 제거됩니다제거됩니다.
   

    (BZ#1439055)
   

8.9. 시스템시스템 및및 서브스크립션서브스크립션 관리관리

yum-utils 에서에서 needs-restarting 명령이명령이 컨테이너컨테이너 부팅부팅 시간을시간을 표시하지표시하지 못할못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특정특정 RHEL 7 컨테이너컨테이너 환경에서는환경에서는 yum-utils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needs-restarting 명령이명령이 컨테이너컨테이너 부팅부팅 시시
간간 대신대신 호스트호스트 부팅부팅 시간을시간을 잘못잘못 표시할표시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로이로 인해인해 컨테이너컨테이너 환경을환경을 재시작한재시작한 후에도후에도 이이 명명
령으로령으로 여전히여전히 잘못된잘못된 재부팅재부팅 경고경고 메시지가메시지가 표시될표시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러한이러한 경우경우 무해한무해한 경고경고 메시지를메시지를 무시무시
해도해도 됩니다됩니다.
    

    (BZ#2042313)
   

8.10. 가상화가상화

IBM POWER의의 RHEL 7.9 가상가상 머신이머신이 핫플러그핫플러그 장치를장치를 탐지하지탐지하지 않는않는 경우가경우가 있습니다있습니다.

     RHEL7.9 가상가상 머신머신(VM)이이 RHEL 8.3 이상의이상의 IBM POWER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시작된시작된 경우경우 VM을을 완전히완전히 부부
팅할팅할 때때 핫핫 플러그가플러그가 수행되는수행되는 경우경우 핫플러그된핫플러그된 PCI 장치를장치를 탐지하지탐지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문제를문제를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VM을을 
재부팅합니다재부팅합니다.
    

    (BZ#1854917)
   

8.11. 클라우드클라우드 환경의환경의 RHEL

Azure의의 원격원격 머신에머신에 활성화활성화 된된 NIC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코어코어 덤프덤프 RHEL 7 가상가상 머신에머신에 실패했습니다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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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현재 kdump 유틸리티를유틸리티를 사용하여사용하여 Microsoft Azure 하이퍼바이저에하이퍼바이저에 RHEL 7 가상가상 머신머신(VM)의의 코어코어 
덤프덤프 파일을파일을 원격원격 머신에머신에 저장하면저장하면 VM이이 가속화된가속화된 네트워킹이네트워킹이 활성화된활성화된 NIC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올바르게올바르게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kdump 작업이작업이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이이 문제가문제가 발생하지발생하지 않도록않도록 하려면하려면 /etc/kdump.conf 파일에파일에 다음다음 행을행을 추가하고추가하고 kdump 서비스를서비스를 다시다시 
시작하십시오시작하십시오.
   

extra_modules pci_hyperv

    (BZ#1846667)
   

cloud-init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구성된구성된 RHEL 8 가상가상 머신에서머신에서 암호암호 로그인을로그인을 사용하는사용하는 SSH가가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불가능불가능

합니다합니다.

     보안상의보안상의 이유로이유로 cloud-init 유틸리티유틸리티 구성의구성의 ssh_pwauth 옵션이옵션이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0 으로으로 설정됩니다설정됩니다. 따따
라서라서 cloud-init 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구성된구성된 VM(가상가상 시스템시스템)에에 SSH를를 통해통해 연결할연결할 때때 암호암호 로그인을로그인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cloud-init 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구성된구성된 RHEL 8 VM에에 대한대한 SSH 연결에연결에 암호암호 로그인을로그인을 사용해야사용해야 하는하는 경우경우 
ssh_pwauth를를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1 VM을을 배포하기배포하기 전에전에 /etc/cloud/cloud.cfg 파일에파일에 있습니다있습니다.
   

    (BZ#168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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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장.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능기능

   이이 장에서는장에서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의의 모든모든 업데이트업데이트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 7.9
까지까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능에기능에 대해대해 설명합니다설명합니다.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능은기능은 Red Hat Enterprise Linux 7의의 라이프사이클이라이프사이클이 종료될종료될 때까지때까지 계속계속 지원지원
됩니다됩니다.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능은기능은 이이 제품의제품의 향후향후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을않을 가능성이가능성이 높으며높으며 새로운새로운 배배
포에포에 구현하는구현하는 것은것은 권장되지권장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특정특정 주요주요 릴리스릴리스 내에서내에서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능의기능의 최신최신 목목
록은록은 최신최신 릴리스릴리스 노트를노트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하드웨어하드웨어 구성구성 요소는요소는 현재현재 또는또는 향후향후 주요주요 릴리스의릴리스의 새로운새로운 배포에배포에 권장되지권장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하드웨어하드웨어 드라이버드라이버 업데이트는업데이트는 보안보안 및및 중요중요 수정수정 사항으로만사항으로만 제한됩니다제한됩니다. Red Hat은은 최대한최대한 빨리빨리 이이 하하
드웨어를드웨어를 교체할교체할 것을것을 권장합니다권장합니다.
  

   패키지는패키지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추가추가 용도로용도로 사용하지사용하지 않는않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경우에경우에 따라따라 패키지가패키지가 제제
품에서품에서 삭제될삭제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제품제품 설명서에설명서에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능과기능과 유사유사 또는또는 동일하거나동일하거나 보다보다 고고
급급 기능을기능을 제공하는제공하는 최근최근 패키지가패키지가 지정된지정된 권장권장 사항이사항이 기재됩니다기재됩니다.
  

   RHEL 7과과 RHEL 8의의 차이점에차이점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RHEL 8 채택채택 고려고려 사항을사항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9.1.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패키지패키지

    다음다음 패키지는패키지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지원되지지원되지 않는않는 RHEL 8 리포지토리의리포지토리의 대체대체 패키지패키지 또는또는 가가
용성에용성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RHEL 8 채택채택 고려고려 사항을사항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a2ps
     

      abrt-addon-upload-watch
     

      abrt-devel
     

      abrt-gui-d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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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m-unsigned-ia32
     

      shim-unsigned-x64
     

      SISU
     

      SISU-parent
     

      slang-slsh
     

      slang-static
     

      smbios-utils
     

      smbios-utils-bin
     

      smbios-utils-python
     

      snakeyaml
     

      snakeyaml-javadoc
     

      snapper
     

9장장.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능기능

229



      snapper-devel
     

      snapper-libs
     

      snTP
     

      SOAPpy
     

      sopr 
     

      sopr -apidocs
     

      sopr -devel
     

      source-highlight-devel
     

      sox
     

      sox-devel
     

      speex-tools
     

      spice-xpi
     

      sqlite-tcl
     

      squid-migratio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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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id-sysvinit
     

      sssd-libwbclient-devel
     

      sssd-polkit-rules
     

      stax2-api
     

      stax2-api-javadoc
     

      Strigi
     

      strigi-devel
     

      strigi-libs
     

      strongimcv
     

      Subversion-kde
     

      subversion-python
     

      Subversion-ruby
     

      sudo-devel
     

      suitesparse-doc
     

9장장.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능기능

231



      suitesparse-static
     

      supermin-helper
     

      svgpart
     

      svrcore
     

      svrcore-devel
     

      Sweeper
     

      syslinux-devel
     

      syslinux-perl
     

      system-config-date
     

      system-config-date-docs
     

      system-config-firewall
     

      system-config-firewall-base
     

      system-config-firewall-tui
     

      system-config-key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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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config-keyboard-base
     

      system-config-language
     

      system-config-printer
     

      system-config-users-docs
     

      system-switch-java
     

      systemd-sysv
     

      t1lib
     

      t1lib-apps
     

      t1lib-devel
     

      t1lib-static
     

      t1utils
     

      taglib-doc
     

      대화대화
     

      talk-server
     

9장장.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능기능

233



      tang-nagios
     

      대상대상 지정지정
     

      tcl-pgtcl
     

      tclx
     

      tclx-devel
     

      tcp_wrappers
     

      tcp_wrappers-devel
     

      tcp_wrappers-libs
     

      teamd-devel
     

      teckit-devel
     

      telepathy-farstream
     

      telepathy-farstream-devel
     

      telepathy-filesystem
     

      telepathy-ga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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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epathy-glib
     

      telepathy-glib-devel
     

      telepathy-glib-vala
     

      telepathy-haze
     

      telepathy-logger
     

      telepathy-logger-devel
     

      Telpathy-mission-control
     

      Telpathy-mission-control-devel
     

      Telepathy-salut
     

      tex-preview
     

      texinfo
     

      texlive-collection-documentation-base
     

      texlive-mh
     

      texlive-mh-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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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live-misc
     

      texlive-thailatex
     

      texlive-thailatex-doc
     

      tix-doc
     

      tncfh
     

      tncfh-devel
     

      tncfhh-examples
     

      tncfhh-libs
     

      tncfhh-utils
     

      tog-pegasus-test
     

      tokyocabinet-devel-doc
     

      Tomcat
     

      tomcat-admin-webapps
     

      tomcat-docs-webapp
     

Red Hat Enterprise Linux 7 7.9 릴리스릴리스 정보정보

236



      tomcat-el-2.2-api
     

      tomcat-javadoc
     

      tomcat-jsp-2.2-api
     

      tomcat-jsvc
     

      tomcat-lib
     

      tomcat-servlet-3.0-api
     

      tomcat-webapps
     

      totem-devel
     

      totem-pl-parser-devel
     

      Tracker-devel
     

      tracker-docs
     

      Tracker-needle
     

      Tracker-preferences
     

      T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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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마크북마크 정유정유
     

      txw2
     

      txw2-javadoc
     

      unique3
     

      unique3-devel
     

      unique3-docs
     

      uriparser
     

      uriparser-devel
     

      usbguard-devel
     

      usbredir-server
     

      USTR
     

      ustr-debug
     

      ustr-debug-static
     

      ustr-d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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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r-static
     

      uuid-c++
     

      uuid-c++-devel
     

      uuid-dce
     

      uuid-dce-devel
     

      UUID-perl
     

      uuid-php
     

      v4l-utils
     

      v4l-utils-devel-tools
     

      vala-doc
     

      valadoc
     

      valadoc-devel
     

      valgrind-openmpi
     

      velocity-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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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locity-javadoc
     

      속도속도-수동수동
     

      vemana2000-fonts
     

      Vigra
     

      Vigra-devel
     

      virtuoso-opensource
     

      virtuoso-opensource-utils
     

      vlgothic-p-fonts
     

      vsftpd-sysvinit
     

      vte3
     

      vte3-devel
     

      Wayland-doc
     

      webkit2gtk3-plugin-process-gtk2
     

      webkitgt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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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kitgtk3-devel
     

      webkitgtk3-doc
     

      webkitgtk4-doc
     

      webrtc-audio-processing-devel
     

      weld-parent
     

      카나리아카나리아 제도제도
     

      woodstox-core
     

      woodstox-core-javadoc
     

      WordNet
     

      wordnet-browser
     

      wordnet-devel
     

      wordnet-doc
     

      ws-commons-util
     

      ws-commons-util-java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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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jaxme
     

      ws-jaxme-javadoc
     

      ws-jaxme-manual
     

      wsdl4j
     

      wsdl4j-javadoc
     

      wvdial
     

      x86info
     

      xchat-tcl
     

      xdg-desktop-portal-devel
     

      xerces-c
     

      xerces-c-devel
     

      xerces-c-doc
     

      xerces-j2-demo
     

      xerces-j2-java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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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ferstats
     

      xguest
     

      xhtml2fo-style-xsl
     

      xhtml2ps
     

      xisdnload
     

      xml-commons-apis-javadoc
     

      xml-commons-apis-manual
     

      xml-commons-apis12
     

      xml-commons-apis12-javadoc
     

      xml-commons-apis12-manual
     

      xml-commons-resolver-javadoc
     

      xmlgraphics-commons
     

      xmlgraphics-commons-javadoc
     

      xmlrpc-c-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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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rpc-client
     

      xmlrpc-common
     

      xmlrpc-javadoc
     

      xmlrpc-server
     

      xmlsec1-gcrypt-devel
     

      xmlsec1-nss-devel
     

      xmlto-tex
     

      xmlto-xhtml
     

      xmltoman
     

      xorg-x11-apps
     

      xorg-x11-drv-intel-devel
     

      xorg-x11-drv-keyboard
     

      xorg-x11-drv-mouse
     

      xorg-x11-drv-mouse-d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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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rg-x11-drv-openchrome
     

      xorg-x11-drv-openchrome-devel
     

      xorg-x11-drv-synaptics
     

      xorg-x11-drv-synaptics-devel
     

      xorg-x11-drv-vmmouse
     

      xorg-x11-drv-void
     

      xorg-x11-server-source
     

      xorg-x11-xkb-extras
     

      xpp3
     

      xpp3-javadoc
     

      xpp3-minimal
     

      xsettings-kde
     

      xstream
     

      xstream-java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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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ULRunner
     

      XULRunner-devel
     

      xz-compat-libs
     

      openshiftel-xsl-devel
     

      yum-langpacks
     

      yum-NetworkManager-dispatcher
     

      yum-plugin-filter-data
     

      yum-plugin-fs-snapshot
     

      yum-plugin-keys
     

      yum-plugin-list-data
     

      yum-plugin-local
     

      yum-plugin-merge-conf
     

      yum-plugin-ovl
     

      yum-plugin-post-transaction-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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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plugin-pre-transaction-actions
     

      yum-plugin-protectbase
     

      yum-plugin-ps
     

      yum-plugin-rpm-warm-cache
     

      yum-plugin-show-leaves
     

      yum-plugin-upgrade-helper
     

      yum-plugin-verify
     

      yum-updateonboot
     

9.2.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장치장치 드라이버드라이버

    다음다음 장치장치 드라이버는드라이버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의의 라이프사이클이라이프사이클이 종료될종료될 때까지때까지 계속계속 지원되지만지원되지만  
이이 제품의제품의 향후향후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는릴리스에서는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을않을 가능성이가능성이 높으며높으며 새로운새로운 배포에배포에 권장되지권장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3w-9xxx
     

      3W-sas
     

      aic79xx
     

      A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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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msr
     

      ATA 드라이버드라이버:
     

        acard-ahci
       

        sata_mv
       

        sata_nv
       

        sata_promise
       

        sata_qstor
       

        sata_sil
       

        sata_sil24
       

        sata_sis
       

        sata_svw
       

        sata_sx4
       

        sata_uli
       

        sata_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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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a_vsc
       

      bfa
     

      cxgb3
     

      cxgb3i
     

      e1000
     

      플로피플로피

     

      hptiop
     

      initio
     

      isci
     

      iw_cxgb3
     

      mptbase
     

      mptctl
     

      mptsas
     

      mptscs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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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tspi
     

      mthca
     

      mtip32xx
     

      mvsas
     

      mvsheet
     

      OSD 드라이버드라이버:
     

        osd
       

        libosd
       

      OSST
     

      PATA 드라이버드라이버:
     

        pata_acpi
       

        pata_ali
       

        pata_amd
       

        pata_arasan_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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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a_artop
       

        pata_atiixp
       

        pata_atp867x
       

        pata_cmd64x
       

        pata_cs5536
       

        pata_hpt366
       

        pata_hpt37x
       

        pata_hpt3x2n
       

        pata_hpt3x3
       

        pata_it8213
       

        pata_it821x
       

        pata_jmicron
       

        pata_marvell
       

        pata_net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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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a_ninja32
       

        pata_oldpiix
       

        pata_pdc2027x
       

        pata_pdc202xx_old
       

        pata_piccolo
       

        pata_rdc
       

        pata_sch
       

        pata_serverworks
       

        pata_sil680
       

        pata_sis
       

        pata_via
       

        pdc_adma
       

      pm80xx(pm8001)
     

      pmc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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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a3xxx
     

      qlcnic
     

      qlge
     

      STEX
     

      sx8
     

      Tulip
     

      ufshcd
     

      무선무선 드라이버드라이버:
     

        carl9170
       

        iwl4965
       

        iwl3945
       

        mwl8k
       

        rt73usb
       

        rt61p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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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l8187
       

        wil6210
       

9.3.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어댑터어댑터

    다음다음 어댑터는어댑터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의의 라이프사이클이라이프사이클이 종료될종료될 때까지때까지 계속계속 지원되지만지원되지만 이이 제품제품
의의 향후향후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는릴리스에서는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을않을 가능성이가능성이 높으며높으며 새로운새로운 배포에배포에 권장되지권장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여기에여기에 나나
열되지열되지 않은않은 드라이버의드라이버의 다른다른 어댑터는어댑터는 변경되지변경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PCI ID는는 vendor:device:subvendor:subdevice 형식입니다형식입니다. subdevice 또는또는 sub 
vendor:subdevice 항목이항목이 나열되지나열되지 않은않은 경우경우 이러한이러한 누락된누락된 항목의항목의 값이값이 있는있는 장치는장치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하드웨어의하드웨어의 PCI ID를를 확인하려면확인하려면 lspci -nn 명령을명령을 실행합니다실행합니다.
   

      aacraid 드라이버의드라이버의 다음다음 어댑터는어댑터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PERC 2/Si(Iguana/PERC2Si), PCI ID 0x1028:0x0001:0x1028:0x0001
       

        PERC 3/Di(Opal/PERC3Di), PCI ID 0x1028:0x0002:0x1028:0x0002
       

        PERC 3/Si (SlimFast/PERC3Si), PCI ID 0x1028:0x0003:0x1028:0x0003
       

        PERC 3/Di(Iguana FlipChip/PERC3DiF), PCI ID 0x1028:0x0004:0x1028:0x00d0
       

        PERC 3/Di(Viper/PERC3DiV), PCI ID 0x1028:0x0002:0x1028:0x00d1
       

        PERC 3/Di(Lexus/PERC3DiL), PCI ID 0x1028:0x0002:0x1028:0x00d9
       

        PERC 3/Di(Jaguar/PERC3DiJ), PCI ID 0x1028:0x000a:0x1028:0x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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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 3/Di(Dagger/PERC3DiD), PCI ID 0x1028:0x000a:0x1028:0x011b
       

        PERC 3/Di(Boxster/PERC3DiB), PCI ID 0x1028:0x000a:0x1028:0x0121
       

        catapult, PCI ID 0x9005:0x0283:0x9005:0x0283
       

        tomcat, PCI ID 0x9005:0x0284:0x9005:0x0284
       

        Adaptec 2120S(Crusader),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86
       

        Adaptec 2200S(Vulcan),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85
       

        Adaptec 2200S(Vulcan-2m),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87
       

        범례범례 S220 (외성외성 Crusader), PCI ID 0x9005:0x0285:0x17aa:0x0286
       

        범례범례 S230(임시임시 취약점취약점), PCI ID 0x9005:0x0285:0x17aa:0x0287
       

        Adaptec 3230S (Harrier),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88
       

        Adaptec 3240S(토네이트토네이트),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89
       

        ASR-2020ZCR SCSI PCI-X ZCR(Skyhawk),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8a
       

        ASR-2025ZCR SCSI SO-DIMM PCI-X ZCR (Terminator),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8b
       

        ASR-2230S + ASR-2230SLP PCI-X (Lancer), PCI ID 0x9005:0x0286:0x9005:0x02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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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R-2130S (Lancer), PCI ID 0x9005:0x0286:0x9005:0x028d
       

        aAR-2820SA(Intruder), PCI ID 0x9005:0x0286:0x9005:0x029b
       

        aAR-2620SA(Intruder), PCI ID 0x9005:0x0286:0x9005:0x029c
       

        AAR-2420SA(Intruder), PCI ID 0x9005:0x0286:0x9005:0x029d
       

        ICP9024RO(Lancer), PCI ID 0x9005:0x0286:0x9005:0x029e
       

        ICP9014RO(Lancer), PCI ID 0x9005:0x0286:0x9005:0x029f
       

        ICP9047MA (Lancer), PCI ID 0x9005:0x0286:0x9005:0x02a0
       

        ICP9087MA (Lancer), PCI ID 0x9005:0x0286:0x9005:0x02a1
       

        ICP5445AU (Hurricane44), PCI ID 0x9005:0x0286:0x9005:0x02a3
       

        ICP9085LI (Marauder-X),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a4
       

        ICP5085BR (Marauder-E),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a5
       

        ICP9067MA(Intruder-6), PCI ID 0x9005:0x0286:0x9005:0x02a6
       

        Themisto Jupiter Platform, PCI ID 0x9005:0x0287:0x9005:0x0800
       

        Themisto Jupiter Platform, PCI ID 0x9005:0x0200:0x9005:0x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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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isto Jupiter Platform, PCI ID 0x9005:0x0286:0x9005:0x0800
       

        ASR-2020SA SATA PCI-X ZCR(Skyhawk),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8e
       

        ASR-2025SA SATA SO-DIMM PCI-X ZCR (Terminator),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8f
       

        AAR-2410SA PCI SATA 4ch(Jaguar II),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90
       

        CERC SATA RAID 2 PCI SATA 6ch(DellCorsair),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91
       

        aAR-2810SA PCI SATA 8ch(Corsair-8),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92
       

        AAR-21610SA PCI SATA 16ch(Corsair-16),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93
       

        ESD SO-DIMM PCI-X SATA ZCR (Prowler),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94
       

        AAR-2610SA PCI SATA 6ch, PCI ID 0x9005:0x0285:0x103C:0x3227
       

        ASR-2240S (SabreExpress),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96
       

        ASR-4005,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97
       

        IBM 8i (AvonPark), PCI ID 0x9005:0x0285:0x1014:0x02F2
       

        IBM 8i (AvonPark Lite), PCI ID 0x9005:0x0285:0x1014:0x0312
       

        IBM 8k/8k-l8(Aurora), PCI ID 0x9005:0x0286:0x1014:0x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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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 8k/8k-l4 (Aurora Lite), PCI ID 0x9005:0x0286:0x1014:0x9540
       

        ASR-4000 (BlackBird),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98
       

        ASR-4800SAS (Marauder-X),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99
       

        ASR-4805SAS (Marauder-E), PCI ID 0x9005:0x0285:0x9005:0x029a
       

        ASR-3800 (Hurricane44), PCI ID 0x9005:0x0286:0x9005:0x02a2
       

        Perc 320/DC, PCI ID 0x9005:0x0285:0x1028:0x0287
       

        Adaptec 5400S(Mustang), PCI ID 0x1011:0x0046:0x9005:0x0365
       

        Adaptec 5400S(Mustang), PCI ID 0x1011:0x0046:0x9005:0x0364
       

        Dell PERC2/QC, PCI ID 0x1011:0x0046:0x9005:0x1364
       

        HP NetRAID-4M, PCI ID 0x1011:0x0046:0x103c:0x10c2
       

        Dell Catchall, PCI ID 0x9005:0x0285:0x1028
       

        범례적인범례적인 catchall, PCI ID 0x9005:0x0285:0x17aa
       

        Adaptec catch All, PCI ID 0x9005:0x0285
       

        Adaptec Bonet catch All, PCI ID 0x9005:0x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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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ptec NEMER/ARK catch All, PCI ID 0x9005:0x0288
       

      mlx4_core 드라이버의드라이버의 다음다음 Mellanox Gen2 및및 ConnectX-2 어댑터는어댑터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않
습니다습니다.
     

        PCI ID 0x15B3:0x1002
       

        PCI ID 0x15B3:0x676E
       

        PCI ID 0x15B3:0x6746
       

        PCI ID 0x15B3:0x6764
       

        PCI ID 0x15B3:0x675A
       

        PCI ID 0x15B3:0x6372
       

        PCI ID 0x15B3:0x6750
       

        PCI ID 0x15B3:0x6368
       

        PCI ID 0x15B3:0x673C
       

        PCI ID 0x15B3:0x6732
       

        PCI ID 0x15B3:0x6354
       

        PCI ID 0x15B3:0x6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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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I ID 0x15B3:0x6340
       

      mpt2sas 드라이버의드라이버의 다음다음 어댑터는어댑터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SAS2004, PCI ID 0x1000:0x0070
       

        SAS2008, PCI ID 0x1000:0x0072
       

        SAS2108_1, PCI ID 0x1000:0x0074
       

        SAS2108_2, PCI ID 0x1000:0x0076
       

        SAS2108_3, PCI ID 0x1000:0x0077
       

        SAS2116_1, PCI ID 0x1000:0x0064
       

        SAS2116_2, PCI ID 0x1000:0x0065
       

        SSS6200, PCI ID 0x1000:0x007E
       

      huge raid_sas 드라이버의드라이버의 다음다음 어댑터는어댑터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Dell PERC5, PCI ID 0x1028:0x0015
       

        SAS1078R, PCI ID 0x1000:0x0060
       

        SAS1078DE, PCI ID 0x1000:0x00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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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1064R, PCI ID 0x1000:0x0411
       

        VERDE_ZCR, PCI ID 0x1000:0x0413
       

        SAS1078GEN2, PCI ID 0x1000:0x0078
       

        SAS0079GEN2, PCI ID 0x1000:0x0079
       

        SAS0073SKINNY, PCI ID 0x1000:0x0073
       

        SAS0071SKINNY, PCI ID 0x1000:0x0071
       

      qla2xxx 드라이버의드라이버의 다음다음 어댑터는어댑터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ISP24xx, PCI ID 0x1077:0x2422
       

        ISP24xx, PCI ID 0x1077:0x2432
       

        ISP2422, PCI ID 0x1077:0x5422
       

        QLE220, PCI ID 0x1077:0x5432
       

        QLE81xx, PCI ID 0x1077:0x8001
       

        QLE10000, PCI ID 0x1077:0xF000
       

        QLE84xx, PCI ID 0x1077:0x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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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8000, PCI ID 0x1077:0x8432
       

        QLE82xx, PCI ID 0x1077:0x8021
       

      qla4xxx 드라이버의드라이버의 다음다음 어댑터는어댑터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QLOGIC_ISP8022, PCI ID 0x1077:0x8022
       

        QLOGIC_ISP8324, PCI ID 0x1077:0x8032
       

        QLOGIC_ISP8042, PCI ID 0x1077:0x8042
       

      be2iscsi 드라이버의드라이버의 다음다음 어댑터는어댑터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ladeEngine 2 (BE2) 장치장치
       

          BladeEngine2 10Gb iSCSI 이니시에이터이니시에이터(일반일반), PCI ID 0x19a2:0x212
         

          OneConnect OCe10101, OCm10101, OCe10102, OCm10102 BE2 어댑터어댑터 제품제품
군군, PCI ID 0x19a2:0x702
         

          OCe10100 BE2 어댑터어댑터 제품군제품군, PCI ID 0x19a2:0x703
         

        BladeEngine 3 (BE3) 장치장치
       

          OneConnect TOMCAT iSCSI, PCI ID 0x19a2:0x0712
         

          BladeEngine3 iSCSI, PCI ID 0x19a2:0x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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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2net 드라이버에서드라이버에서 제어하는제어하는 다음다음 이더넷이더넷 어댑터는어댑터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ladeEngine 2 (BE2) 장치장치
       

          OneConnect TIGERSHARK NIC, PCI ID 0x19a2:0x0700
         

          BladeEngine2 Network Adapter, PCI ID 0x19a2:0x0211
         

        BladeEngine 3 (BE3) 장치장치
       

          OneConnect TOMCAT NIC, PCI ID 0x19a2:0x0710
         

          BladeEngine3 Network Adapter, PCI ID 0x19a2:0x0221
         

      lpfc 드라이버의드라이버의 다음다음 어댑터는어댑터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BladeEngine 2 (BE2) 장치장치
       

          OneConnect TIGERSHARK FCoE, PCI ID 0x19a2:0x0704
         

        BladeEngine 3 (BE3) 장치장치
       

          OneConnect TOMCAT FCoE, PCI ID 0x19a2:0x0714
         

        파이버파이버 채널채널 (FC) 장치장치
       

          FIREFLY, PCI ID 0x10df:0x1a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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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US_VF, PCI ID 0x10df:0xe100
         

          BALIUS, PCI ID 0x10df:0xe131
         

          PROTEUS_PF, PCI ID 0x10df:0xe180
         

          RFLY, PCI ID 0x10df:0xf095
         

          PFLY, PCI ID 0x10df:0xf098
         

          LP101, PCI ID 0x10df:0xf0a1
         

          TFLY, PCI ID 0x10df:0xf0a5
         

          BSMB, PCI ID 0x10df:0xf0d1
         

          BMID, PCI ID 0x10df:0xf0d5
         

          ZSMB, PCI ID 0x10df:0xf0e1
         

          ZMID, PCI ID 0x10df:0xf0e5
         

          NEPTUNE, PCI ID 0x10df:0xf0f5
         

          NEPTUNE_SCSP, PCI ID 0x10df:0xf0f6
         

          NEPTUNE_DCSP, PCI ID 0x10df:0xf0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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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CON, PCI ID 0x10df:0xf180
         

          SUPERFLY, PCI ID 0x10df:0xf700
         

          DRAGONFLY, PCI ID 0x10df:0xf800
         

          CENTAUR, PCI ID 0x10df:0xf900
         

          PEGASUS, PCI ID 0x10df:0xf980
         

          THOR, PCI ID 0x10df:0xfa00
         

          VIPER, PCI ID 0x10df:0xfb00
         

          LP10000S, PCI ID 0x10df:0xfc00
         

          LP11000S, PCI ID 0x10df:0xfc10
         

          LPE11000S, PCI ID 0x10df:0xfc20
         

          PROTEUS_S, PCI ID 0x10df:0xfc50
         

          HELIOS, PCI ID 0x10df:0xfd00
         

          HELIOS_SCSP, PCI ID 0x10df:0xfd11
         

          HELIOS_DCSP, PCI ID 0x10df:0xf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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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PHYR, PCI ID 0x10df:0xfe00
         

          HORNET, PCI ID 0x10df:0xfe05
         

          ZEPHYR_SCSP, PCI ID 0x10df:0xfe11
         

          ZEPHYR_DCSP, PCI ID 0x10df:0xfe12
         

        Lancer FCoE CNA 장치장치
       

          OCe15104-FM, PCI ID 0x10df:0xe260
         

          OCe15102-FM, PCI ID 0x10df:0xe260
         

          OCm15108-F-P, PCI ID 0x10df:0xe260
         

9.4.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타기타 기능기능

Python 2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다음다음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는릴리스에서는 RHEL 8, Python 3.6 이이 기본기본 Python 구현이며구현이며 Python 2.7 에에 대한대한 제한된제한된 지지
원만원만 제공됩니다제공됩니다.
   

    대규모대규모 코드코드 베이스를베이스를 Python 3으로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방법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Conservative 
Python 3 Porting Guide 를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LVM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및및 LVM Python 바인딩이바인딩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lvm2app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및및 lvm2-python-libs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LVM Python 바인딩은바인딩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사용
되지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ed Hat은은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솔루션을솔루션을 권장합니다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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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m2-dbusd 서비스와서비스와 함께함께 LVM D-Bus API. 이를이를 위해서는위해서는 Python 버전버전 3을을 사용해야사용해야 합니합니
다다.
     

      JSON 형식의형식의 LVM 명령줄명령줄 유틸리티입니다유틸리티입니다. 이이 포맷은포맷은 lvm2 패키지패키지 버전버전 2.02.158부터부터 사용사용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C 및및 C++용용 libblockdev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LVM 미러미러 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LVM 미러미러 세그먼트세그먼트 유형이유형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미러미러 지원은지원은 향후향후 RHEL의의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제제
거될거될 예정입니다예정입니다.
   

    Red Hat은은 미러미러 대신대신 세그먼트세그먼트 유형이유형이 raid1 인인 LVM RAID 1 장치를장치를 사용할사용할 것을것을 권장합니다권장합니다. raid1 세세
그먼트그먼트 유형은유형은 기본기본 RAID 구성구성 유형이며유형이며 권장권장 솔루션으로솔루션으로 미러미러 를를 바꿉니다바꿉니다.
   

    미러미러 장치를장치를 raid1 로로 변환하려면변환하려면 미러링된미러링된 LVM 장치를장치를 RAID1 장치로장치로 변환을변환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LVM에서에서 미러링된미러링된 미러미러 로그가로그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미러링된미러링된 LVM 볼륨의볼륨의 미러링된미러링된 미러미러 로그로그 기능이기능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의의 주요주요 릴리스는릴리스는 더더 이상이상 미러링된미러링된 미러미러 로그를로그를 사용하여사용하여 LVM 볼륨볼륨 생성생성 또는또는 활성화활성화

를를 지원하지지원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권장되는권장되는 대체는대체는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RAID1 LVM 볼륨볼륨. RAID1 볼륨의볼륨의 주요주요 장점은장점은 성능이성능이 저하된저하된 모드에서도모드에서도 작업하고작업하고 일시적인일시적인  
오류오류 후후 복구할복구할 수수 있다는있다는 것입니다것입니다. 미러링된미러링된 볼륨을볼륨을 RAID1로로 변환하는변환하는 방법에방법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내
용은용은 LVM 관리관리 가이드의가이드의 미러링된미러링된 LVM 장치를장치를 RAID1 장치로장치로 변환변환 섹션을섹션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디스크디스크 미러미러 로그로그. 미러링된미러링된 미러미러 로그를로그를 디스크디스크 미러미러 로그로로그로 변환하려면변환하려면 lvconvert --
mirrorlog 디스크디스크 my_vg/my_lv 명령을명령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clvmd 데몬이데몬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공유공유 스토리지스토리지 장치를장치를 관리하기관리하기 위한위한 clvmd 데몬이데몬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의의 주요주요 릴리스는릴리스는 대신대신 lvmlockd 데몬을데몬을 사용할사용할 것입니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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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metad 데몬이데몬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캐싱캐싱 메타데이터에메타데이터에 대한대한 lvmetad 데몬은데몬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
의의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LVM은은 항상항상 디스크에서디스크에서 메타데이터를메타데이터를 읽습니다읽습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논리논리 볼륨의볼륨의 자동자동 활성화가활성화가 lvm.conf 구성구성 파일의파일의 use_lvmetad 설정에설정에 간접적으로간접적으로 연결되었연결되었

습니다습니다. 자동자동 활성화를활성화를 비활성화하는비활성화하는 올바른올바른 방법은방법은 lvm.conf 파일에서파일에서 auto_activation_volume_list=[] 
(빈빈 목록목록)을을 계속계속 설정합니다설정합니다.
   

sap-hana-vmware Tuned 프로파일이프로파일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sap-hana-vmware Tuned 프로필이프로필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전이전 버전과의버전과의 호환성을호환성을 위해위해 이이 프로프로
필은필은 tuned-profiles-sap-hana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계속계속 제공되지만제공되지만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 주요주요 릴리릴리
스에서스에서 프로필은프로필은 제거될제거될 예정입니다예정입니다. 권장되는권장되는 대체는대체는 sap-hanaTuned 프로필입니다프로필입니다.
   

ID 관리관리 및및 보안과보안과 관련된관련된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패키지패키지

    다음다음 패키지는패키지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 주요주요 릴리스에는릴리스에는 포함되지포함되지 않않
습니다습니다.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패키지패키지 제안된제안된 교체교체 패키지패키지 또는또는 제품제품

authconfig authselect

pam_pkcs11 sssd [a]

pam_krb5 sssd [b]

openldap-servers 사용 사례에 따라 Red Hat Enterprise Linux에 포함된
Identity Management 또는 Red Hat Directory Server
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c]

mod_auth_kerb mod_auth_gssapi

python-kerberos

python-krbV

python-gssapi

python-requests-kerberos python-requests-gssapi

Hesiod 사용 가능한 교체가 없습니다.

mod_nss mod_ssl

mod_revocator 사용 가능한 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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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SSD(System Security Services Daemon)에는 향상된 스마트 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 pam_krb5 에서 sssd 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스트림 SSSD 문서의 pam_krb5에서 sssd로 마이
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c] Red Hat Directory Server에는 유효한 Directory Server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d Hat
Knowledgebase 의 Red Hat Enterprise Linux와 함께 제공되는 LDAP-서버의 지원 상태 도 참조하십시오.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패키지패키지 제안된제안된 교체교체 패키지패키지 또는또는 제품제품

Clevis HTTP 고정이고정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Clevis HTTP 고정은고정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이이 기능은기능은 다음다음 주요주요 Red Hat Enterprise Linux 버전에버전에 
포함되지포함되지 않으며않으며 추가추가 공지까지공지까지 배포되지배포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crypto-utils 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crypto-utils 패키지는패키지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 주요주요 버전에서버전에서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대신대신 openssl,gnutls-utils 및및 nss- tools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툴을툴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NSS SEED 암호가암호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Mozilla Network Security Services(NSS) 라이브러리는라이브러리는 향후향후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SEED 암호를암호를 사용하는사용하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 암호화암호화 제품군을제품군을 지원하지지원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SEED 암호를암호를 사용하는사용하는 배포의배포의 경경
우우 Red Hat은은 다른다른 암호화암호화 제품군에제품군에 대한대한 지원을지원을 활성화하는활성화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하면하면 NSS에에 대한대한 지지
원이원이 제거될제거될 때때 원활한원활한 전환을전환을 보장합니다보장합니다.
   

    SEED 암호는암호는 RHEL;에서에서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shadow-utils 의의 all-numeric 사용자사용자 및및 그룹그룹 이름이이름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useradd 및및 groupadd 명령을명령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숫자로만숫자로만 구성된구성된 사용자사용자 및및 그룹그룹 이름은이름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않
으며으며 다음다음 주요주요 릴리스와릴리스와 함께함께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제거됩니다제거됩니다. 이러한이러한 이름은이름은 사용자사용자 및및 그룹그룹 이름이름, 사용자사용자 및및 그그
룹룹 ID(숫자숫자)와와 작동하는작동하는 많은많은 툴을툴을 혼동할혼동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3DES는는 Python SSL 기본기본 암호암호 목록에서목록에서 제거됨제거됨

    3DES(Triple Data Encryption Standard) 알고리즘이알고리즘이 Python SSL 기본기본 암호암호 목록에서목록에서 제거되었습니제거되었습니

다다. 이를이를 통해통해 SSL을을 사용하는사용하는 Python 애플리케이션이애플리케이션이 PCI DSS 호환이호환이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
   

sssd-secrets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SSSD(System Security Services Daemon )의의 sssd-secrets 구성구성 요소는요소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6에서에서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는이는 보안보안 서비스서비스 공급자인공급자인 Varstodia가가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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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때문에때문에 더더 이상이상 적극적으로적극적으로 개발되지개발되지 않기않기 때문입니다때문입니다. 다른다른 Identity Management 툴을툴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비비
밀을밀을 저장합니다저장합니다(예예: Vaults).
   

이전이전 IdM 서버서버 및및 도메인도메인 수준수준 0에서에서 IdM 복제본에복제본에 대한대한 지원이지원이 제한됩니다제한됩니다.

    Red Hat은은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7.3 이하를이하를 실행하는실행하는 IdM(Identity Management) 서버서버
를를 다음다음 주요주요 RHEL 릴리스의릴리스의 IdM 클라이언트와클라이언트와 함께함께 사용할사용할 계획도계획도 없습니다없습니다. 다음다음 주요주요 버전의버전의 RHEL에에
서서 실행되는실행되는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 시스템을시스템을 현재현재 RHEL 7.3 이하에서이하에서 실행되는실행되는 IdM 서버에서서버에서 관리하는관리하는 배포에배포에 도도
입하려는입하려는 경우경우 서버를서버를 업그레이드하여업그레이드하여 RHEL 7.4 이상으로이상으로 이동해야이동해야 합니다합니다.
   

    RHEL의의 다음다음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는릴리스에서는 도메인도메인 수준수준 1 복제본만복제본만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다음다음 주요주요 RHEL 버전에서버전에서 실행실행
되는되는 IdM 복제본을복제본을 기존기존 배포에배포에 도입하기도입하기 전에전에 모든모든 IdM 서버를서버를 RHEL 7.4 이상으로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고업그레이드하고 도도
메인메인 수준을수준을 1로로 변경해야변경해야 합니다합니다.
   

    배포에배포에 영향을영향을 줄줄 경우경우 업그레이드를업그레이드를 미리미리 계획하는계획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버그버그 수정은수정은 다음다음 Red Hat Enterprise Linux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nss-pam-ldapd 및및 NIS 패키지만패키지만 지원합지원합

니다니다.

    NIS 서버와서버와 관련된관련된 nss-pam-ldapd 패키지패키지 및및 패키지는패키지는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 주요주요 릴리스릴리스

에서에서 출시될출시될 예정이지만예정이지만 제한된제한된 지원지원 범위를범위를 받게받게 됩니다됩니다. Red Hat은은 버그버그 보고서를보고서를 수락하지만수락하지만 개선에개선에  
대한대한 새로운새로운 요청은요청은 받지받지 않습니다않습니다. 고객은고객은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대체대체 솔루션으로솔루션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것이 좋습니좋습니

다다.
   

영향을영향을 받는받는 패키지패키지 제안된제안된 교체교체 패키지패키지 또는또는 제품제품

nss-pam-ldapd sssd

ypserv

ypbind

portmap

yp-tools

Red Hat Enterprise Linux의 ID 관리

golang 대신대신 Go Toolset 사용사용

    이전에이전에 옵션옵션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는있는 golang 패키지는패키지는 더더 이상이상 Red Hat Enterprise Linux 7에에
서서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받지받지 않습니다않습니다. 개발자는개발자는 대신대신 Red Hat Developer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통해통해 제공되는제공되는 Go Toolset 
을을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Mesa-private-llvm은은 llvm-private으로으로 대체됩니다대체됩니다.

    Mesa 에에 대한대한 LLVM 기반기반 런타임런타임 지원이지원이 포함된포함된 mesa-private-llvm 패키지는패키지는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 7 마이너마이너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llvm-private 패키지로패키지로 교체될교체될 예정입니다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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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dbi 및및 libdbi 드라이버가드라이버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libdbi 및및 libdbi 드라이버드라이버 패키지는패키지는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주요주요 릴리스에릴리스에 포함되지포함되지 않습니않습니

다다.
   

Extras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Ansible

    Ansible 과과 해당해당 종속성은종속성은 더더 이상이상 Extras 리포지토리를리포지토리를 통해통해 업데이트되지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대신대신 Red Hat 
Ansible Engine 제품은제품은 Red Hat Enterprise Linux 서브스크립션에서서브스크립션에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게있게 되었으며되었으며 공식공식  
Ansible Engine 채널에채널에 대한대한 액세스를액세스를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이전에이전에 Ansible 및및 Extras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해당해당 종속종속
성을성을 설치한설치한 고객은고객은 Ansible Engine 채널에서채널에서 활성화활성화 및및 업데이트하거나업데이트하거나 Extras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향후향후 
에라타가에라타가 제공되지제공되지 않으므로않으므로 패키지를패키지를 제거하는제거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Ansible 은은 이전에이전에 Extras(AMD64 및및 Intel 64 아키텍처의아키텍처의 경우경우, IBM POWER, little endian)를를 런타임런타임 
종속성으로종속성으로 제공했으며제공했으며 RHEL(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시스템 역할을역할을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Ansible Engine
은은 현재현재 AMD64 및및 Intel 64 아키텍처아키텍처, IBM POWER와와 함께함께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으며있으며 곧곧 출시출시 예정인예정인 거의거의 없는없는 
엔티안엔티안 가용성을가용성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Extras 리포지토리의리포지토리의 Ansible 은은 Red Hat Enterprise Linux FIPS 검증검증 프로세스의프로세스의 일부가일부가 아닙니다아닙니다.
   

    다음다음 패키지는패키지는 Extras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ansible(-doc)
     

      libtomcrypt
     

      libtommath(-devel)
     

      python2-crypto
     

      python2-jmespath
     

      python-httpli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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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hon-paramiko(-doc)
     

      python-passlib
     

      sshpass
     

    자세한자세한 내용내용 및및 지침은지침은 https://access.redhat.com/articles/3359651 의의 지식베이스지식베이스 문서를문서를 참조하십참조하십

시오시오.
   

    Extras 리포지토리를리포지토리를 통해통해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시스템 역할을역할을 계속계속 배포합니다배포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시스템 역할은역할은 더더 이상이상 ansible 패키지에패키지에 의존하지의존하지 않지만않지만,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시스템 역할을역할을 사용하는사용하는 플레이북을플레이북을 실행하는실행하는 데데 Ansible Engine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ansible 을을 설치해야설치해야 
합니다합니다.
   

SignTool이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지원되지지원되지 않는않는 도구로도구로 변경되었습니다변경되었습니다.

    안전하지안전하지 않은않은 서명서명 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 사용하는사용하는 nss 패키지의패키지의 signtool 툴은툴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signtool 실행실행 파일이파일이 플랫폼에플랫폼에 따라따라 /usr/lib64/nss/unsupported-tools/ 또는또는 
/usr/lib/nss/unsupported-tools/ 디렉토리로디렉토리로 이동되었습니다이동되었습니다.
   

SSL 3.0 및및 RC4는는 NSS에서에서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TLS 프로토콜에서프로토콜에서 RC4 암호를암호를 지원하며지원하며 NSS 라이브러리에서라이브러리에서 SSL 3.0 프로토콜은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비활비활
성화되어성화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상호상호 운용성을운용성을 위해위해 RC4 암호화암호화 또는또는 SSL 3.0 프로토콜이프로토콜이 필요한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은애플리케이션은 기기
본본 시스템시스템 구성에서구성에서 작동하지작동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etc/pki/nss-legacy/nss-rhel7.config 파일을파일을 편집하여편집하여 이러한이러한 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 다시다시 활성화할활성화할 수수 있습니있습니

다다. RC4를를 다시다시 활성화하려면활성화하려면 disallow = 목록에서목록에서 :RC4 문자열을문자열을 제거하십시오제거하십시오. SSL 3.0을을 다시다시 활성화활성화

하려면하려면 TLS-VERSION-MIN=tls1.0 옵션을옵션을 ssl3.0 으로으로 변경합니다변경합니다.
   

TLS 압축압축 지원이지원이 nss에서에서 제거되었습니다제거되었습니다

    CRIME 공격과공격과 같은같은 보안보안 위험을위험을 방지하기방지하기 위해위해 NSS 라이브러리의라이브러리의 TLS 압축압축 지원이지원이 모든모든 TLS 버전에버전에  
대해대해 제거되었습니다제거되었습니다. 이이 변경으로변경으로 API 호환성이호환성이 유지됩니다유지됩니다.
   

공용공용 웹웹 CA는는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코드코드 서명에서명에 대해대해 더더 이상이상 신뢰되지신뢰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5와와 함께함께 배포된배포된 Mozilla CA 인증서인증서 신뢰신뢰 목록은목록은 더더 이상이상 코드코드 서명을서명을 위위
해해 공용공용 웹웹 CA를를 신뢰하지신뢰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NSS 또는또는 OpenSSL 과과 같은같은 관련관련 플래그를플래그를 사용하는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소프트웨어는 더더 이상이상 이러한이러한 CA를를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신뢰하지신뢰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소프트웨어는 코드코드 서명서명 신뢰를신뢰를 계속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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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또한또한 시스템시스템 구성을구성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코드코드 서명에서명에 대해대해 CA 인증서를인증서를 신뢰할신뢰할 수수 있는있는 것으로것으로 구성할구성할 
수도수도 있습니다있습니다.
   

sendmail이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sendmail 은은 Red Hat Enterprise Linux 7에서에서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고객은고객은 기본기본 MTA(메일메일 전전
송송 에이전트에이전트)로로 구성된구성된 Postfix 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dmraid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Red Hat Enterprise Linux 7.5부터부터 dmraid 패키지가패키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 릴리스에서는릴리스에서는 계속계속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지만있지만 향후향후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는릴리스에서는 더더 이상이상 레거시레거시 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결합된결합된 
하드웨어하드웨어 및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HBA(Red Hat Enterprise Linux Host Bus 어댑터어댑터)를를 지원하지지원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소켓소켓 계층을계층을 통한통한 DCCP 모듈모듈 자동자동 로드는로드는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보안상의보안상의 이유로이유로 소켓소켓 계층을계층을 통해통해 DC CP(Datagram Congestion Control Protocol) 커널커널 모듈모듈 자동자동 
로드가로드가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비활성화됩니다. 이렇게이렇게 하면하면 사용자사용자 공간공간 애플리케이션에서애플리케이션에서 임의임의 모듈을모듈을 악의적으로악의적으로 
로드할로드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모든모든 DCCP 관련관련 모듈은모듈은 modprobe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통해통해 수동으로수동으로 로드할로드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DCCP 모듈을모듈을 블랙리스트로블랙리스트로 지정하기지정하기 위한위한 /etc/modprobe.d/dccp-blacklist.conf 구성구성 파일은파일은 커널커널 
패키지에패키지에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파일을파일을 편집하거나편집하거나 제거하여제거하여 이전이전 동작을동작을 복원하여복원하여 해당해당 항목을항목을 삭제할삭제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동일한동일한 커널커널 패키지패키지 또는또는 다른다른 버전의버전의 재설치는재설치는 수동수동 변경변경 사항을사항을 재정의하지재정의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파일을파일을 수동으수동으

로로 편집하거나편집하거나 제거한제거한 경우경우 이러한이러한 변경변경 사항은사항은 패키지패키지 설치설치 시시 유지됩니다유지됩니다.
   

rsyslog-libdbi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덜덜 사용되는사용되는 rsyslog 모듈모듈 중중 하나를하나를 포함하는포함하는 rsyslog -libdbi 하위하위 패키지는패키지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 주요주요 릴리스에는릴리스에는 포함되지포함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사용하지사용하지 않거나않거나 거의거의 사용하지사용하지 않않
는는 모듈을모듈을 제거하면제거하면 사용자가사용자가 편리하게편리하게 사용할사용할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 출력을출력을 찾을찾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syslog imudp 모듈의모듈의 inputname 옵션이옵션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rsyslog 서비스에서비스에 대한대한 imudp 모듈의모듈의 inputname 옵션은옵션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대신대신 name 옵션옵션
을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SMBv1은은 더더 이상이상 Microsoft Windows 10 및및 2016에서에서 설치되지설치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1709 이상이상 업데이트업데이트)

    Microsoft는는 SMBv1 프로토콜이프로토콜이 최신최신 버전의버전의 Microsoft Windows 및및 Microsoft Windows Server와와 
함께함께 설치되지설치되지 않을않을 것임을것임을 발표했습니다발표했습니다. 또한또한 Microsoft는는 이러한이러한 제품의제품의 이전이전 버전에서버전에서 SMBv1을을 비비
활성화할활성화할 것을것을 권장합니다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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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번 업데이트에서는업데이트에서는 Linux 및및 Windows 혼합혼합 환경에서환경에서 시스템을시스템을 운영하는운영하는 Red Hat 고객에게고객에게 영향을영향을 
줍니다줍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1 이상에서는이상에서는 SMBv1 버전의버전의 프로토콜만프로토콜만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SMBv2 지원지원
은은 Red Hat Enterprise Linux 7.2에서에서 도입되었습니다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이러한 변경변경 사항이사항이 Red Hat 고객에게고객에게 미치는미치는 영향에영향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Red Hat Knowledgebase
의의 최신최신 Microsoft Windows 10 및및 2016 업데이트업데이트(버전버전 1709)를를 통해통해 SMBv1이이 더더 이상이상 설치되지설치되지 않음을않음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tc 명령의명령의 -ok 옵션이옵션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the tc 명령의명령의 -ok 옵션은옵션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이이 기능은기능은 다음다음 주주 버전의버전의 Red Hat Enterprise 
Linux에에 포함되지포함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FedFS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업스트림업스트림 FedFS 프로젝트가프로젝트가 더더 이상이상 활발하게활발하게 유지유지 관리되지관리되지 않으므로않으므로 FedFS(Fedderated File 
System)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ed Hat은은 보다보다 유연한유연한 기능을기능을 제공하기제공하기 위해위해 autofs 를를 사용하사용하

도록도록 FedFS 설치를설치를 마이그레이션하는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Btrfs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Btrfs 파일파일 시스템은시스템은 Red Hat Enterprise Linux 6의의 초기초기 릴리스릴리스 이후이후 기술기술 프리뷰프리뷰 상태였습니다상태였습니다. Red 
Hat은은 Btrfs 를를 완벽하게완벽하게 지원되는지원되는 기능으로기능으로 이동하지이동하지 않을않을 것이며것이며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제거될제거될 예정입니다예정입니다.
   

    Btrfs 파일파일 시스템은시스템은 Red Hat Enterprise Linux 7.4의의 업스트림으로부터업스트림으로부터 수많은수많은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수신했으수신했으

며며 Red Hat Enterprise Linux 7 시리즈에서시리즈에서 계속계속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그러나그러나 이이 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 마지막으로마지막으로  
예정된예정된 업데이트입니다업데이트입니다.
   

tcp_wrappers deprecated

    tcp_wrappers 패키지가패키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tcp_wrappers 는는 감사감사 , Cyrus-imap, dovecot, 
nfs- utils, openssh, openldap 에에 대한대한 들어오는들어오는 요청을요청을 모니터링하고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할필터링할 수수 있는있는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및및 
작은작은 데몬데몬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proftpd, sendmail, stunnel, syslog-ng, vsftpd 및및 다양한다양한 기타기타 네트네트
워크워크 서비스서비스.
   

Nautilus-open-terminal이이 gnome-terminal-nautilus로로 대체되었습니다대체되었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3 이후이후 nautilus-open-terminal 패키지는패키지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gnome-terminal-nautilus 패키지로패키지로 교체되었습니다교체되었습니다. 이이 패키지는패키지는 Nautilus의의 오른쪽오른쪽 클릭클릭 컨텍스트컨텍스트 메뉴메뉴
에에 Open in Terminal (터미널에서터미널에서 열기열기) 옵션을옵션을 추가하는추가하는 Nautilus 확장확장 기능을기능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nautilus-
open-terminal 은은 시스템을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업그레이드하는 동안동안 gnome-terminal-nautilus 로로 교체됩니다교체됩니다.
   

sslwrap()가가 Python에서에서 제거됨제거됨

    sslwrap() 함수가함수가 Python 2.7 에서에서 제거되었습니다제거되었습니다. 466 Python 개선개선 제안이제안이  구현된구현된 후후 이이 기능을기능을 사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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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하여 분할분할 오류가오류가 발생했습니다발생했습니다. 제거는제거는 업스트림과업스트림과 일치합니다일치합니다.
   

    대신대신 ssl.SSLContext 클래스와클래스와 ssl.SSL Context.wrap_socket() 함수를함수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대대
부분의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애플리케이션은 단순히단순히 ssl.create_default_context() 함수를함수를 사용하면사용하면 안전한안전한 기본기본 설정으로설정으로 컨컨
텍스트를텍스트를 생성할생성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기본기본 컨텍스트에서는컨텍스트에서는 시스템의시스템의 기본기본 신뢰신뢰 저장소도저장소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종속성으로종속성으로 연결된연결된 라이브러리의라이브러리의 기호가기호가 더더 이상이상 ld로로 해결되지해결되지 않음않음

    이전이전 버전에서는버전에서는 ld 링커가링커가 일부일부 라이브러리가라이브러리가 다른다른 라이브러리의라이브러리의 종속성으로만종속성으로만 연결되어연결되어 있는있는 경우에경우에

도도 연결된연결된 라이브러리에라이브러리에 있는있는 모든모든 기호를기호를 해결했습니다해결했습니다. 이로이로 인해인해 개발자가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코드의코드의 암시암시
적으로적으로 연결된연결된 라이브러리에서라이브러리에서 기호를기호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게있게 되었으며되었으며 연결에연결에 필요한필요한 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 명시적으로명시적으로 
지정하는지정하는 생략할생략할 수수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보안상의보안상의 이유로이유로 ld 는는 종속성으로종속성으로 연결된연결된 라이브러리의라이브러리의 기호에기호에 대한대한 참조를참조를 확인하지확인하지 않도록않도록 변경되었변경되었

습니다습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코드가코드가 링크에링크에 선언되지선언되지 않고않고 종속성으로만종속성으로만 연결되지연결되지 않은않은 라이브러리에서라이브러리에서 
기호를기호를 사용하려고사용하려고 할할 때때 ld 에에 연결하는연결하는 데데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종속성으로종속성으로 연결된연결된 라이브러리에서라이브러리에서 기호를기호를 사용사용
하려면하려면 개발자는개발자는 이러한이러한 라이브러리와라이브러리와 명시적으로명시적으로 연결해야연결해야 합니다합니다.
   

    ld 의의 이전이전 동작을동작을 복원하려면복원하려면 -copy-dt-needed-entries 명령줄명령줄 옵션을옵션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BZ#1292230)
   

Windows 게스트게스트 가상가상 머신머신 지원지원 제한제한

    Red Hat Enterprise Linux 7부터부터 Windows 게스트게스트 가상가상 머신은머신은 Advanced Mission Critical(AMC)과과 
같은같은 특정특정 서브스크립션서브스크립션 프로그램에서만프로그램에서만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libnetlink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iproute-devel 패키지에패키지에 포함된포함된 libnetlink 라이브러리가라이브러리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대신대신 libnl 및및  
libmnl  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사용해야 합니다합니다.
   

KVM의의 S3 및및 S4 전원전원 관리관리 상태가상태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S3(RAM 일시일시 중지중지) 및및 S4(디스크디스크 일시일시 중지중지) 전원전원 관리관리 상태에상태에 대한대한 네이티브네이티브 KVM 지원이지원이 중단되었습중단되었습

니다니다. 이이 기능은기능은 이전에이전에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Certificate Server 플러그인플러그인 udnPwdDirAuth가가 중단됨중단됨

    Red Hat Certificate Server의의 udnPwdDirAuth 인증인증 플러그인은플러그인은 Red Hat Enterprise Linux 7.3에서에서  
제거되었습니다제거되었습니다. 플러그인을플러그인을 사용하는사용하는 프로필은프로필은 더더 이상이상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udnPwdDirAuth 플러그인플러그인

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프로필로프로필로 생성된생성된 인증서는인증서는 승인된승인된 경우에도경우에도 계속계속 유효합니다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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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M용용 Red Hat 액세스액세스 플러그인이플러그인이 중단됨중단됨

    Red Hat Enterprise Linux 7.3에서는에서는 IdM(Identity Management)용용 Red Hat 액세스액세스 플러그인이플러그인이 제거제거
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업데이트업데이트 중에중에 redhat-access-plugin-ipa 패키지가패키지가 자동으로자동으로 제거됩니다제거됩니다. 플러그인에서플러그인에서 이이
전에전에 제공하는제공하는 기능기능(예예: 지식지식 베이스베이스 액세스액세스 및및 지원지원 사례사례 서비스서비스)은은 여전히여전히 Red Hat 고객고객 포털을포털을 통해통해 사사
용할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edhat-support-tool 툴과툴과 같은같은 대안을대안을 살펴보는살펴보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페더레이션페더레이션 SSO(Single Sign-On)에에 대한대한 Ipsilon ID 공급자공급자 서비스서비스

    ipsilon 패키지는패키지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2에서에서 기술기술 프리뷰로프리뷰로 도입되었습니다도입되었습니다. Ipsilon은은 
SSO(Single Sign-On)를를 허용하도록허용하도록 인증인증 프로바이더와프로바이더와 애플리케이션애플리케이션 또는또는 유틸리티를유틸리티를 연결합니다연결합니다.
   

    Red Hat은은 기술기술 프리뷰에서프리뷰에서 완전히완전히 지원되는지원되는 기능으로기능으로 Ipsilon을을 업그레이드할업그레이드할 계획도계획도 없습니다없습니다. 
ipsilon 패키지는패키지는 향후향후 마이너마이너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에서에서 제거됩니다제거됩니다.
   

    Red Hat은은 Keycloak 커뮤니티커뮤니티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기반으로기반으로 웹웹 SSO 솔루션으로솔루션으로 Red Hat Single Sign-On을을  
출시했습니다출시했습니다. Red Hat Single Sign-On은은 Ipsilon보다보다 뛰어난뛰어난 기능을기능을 제공하며제공하며 Red Hat 제품제품 포트폴리포트폴리

오오 전반에전반에 걸쳐걸쳐 표준표준 웹웹 SSO 솔루션으로솔루션으로 지정됩니다지정됩니다.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여러여러 rsyslog 옵션옵션

    Red Hat Enterprise Linux 7.4의의 rsyslog 유틸리티유틸리티 버전은버전은 많은많은 옵션을옵션을 폐기했습니다폐기했습니다. 이러한이러한 옵션은옵션은 
더더 이상이상 효과가효과가 없으며없으며 경고가경고가 표시됩니다표시됩니다.
   

      c, -u, -q, - x, - A, - Q, - 4 및및 - 6 옵션이옵션이 이전에이전에 제공하는제공하는 기능은기능은 rsyslog 구성을구성을 사용하여사용하여 수수
행할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전에이전에 -l 및및 - s옵션에서옵션에서 제공한제공한 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 대체대체 기능이기능이 없습니다없습니다.
     

memkind 라이브러리에서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호기호

    memkind 라이브러리의라이브러리의 다음다음 기호는기호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memkind_finalize()
     

      memkind_get_num_kind()
     

      memkind_get_kind_by_par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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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kind_get_kind_by_name()
     

      memkind_partition_mmap()
     

      memkind_get_size()
     

      MEMKIND_ERROR_MEMALIGN
     

      MEMKIND_ERROR_MALLCTL
     

      MEMKIND_ERROR_GETCPU
     

      MEMKIND_ERROR_PMTT
     

      MEMKIND_ERROR_TIEDISTANCE
     

      MEMKIND_ERROR_ALIGNMENT
     

      MEMKIND_ERROR_MALLOCX
     

      MEMKIND_ERROR_REPNAME
     

      MEMKIND_ERROR_PTHREAD
     

      MEMKIND_ERROR_BADPOLICY
     

      MEMKIND_ERROR_REPPOLICY
     

SCTP 용용 소켓소켓 API 확장확장 옵션옵션 (RFC 6458)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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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am Control Transmission Protocol의의 SCTP_SNDRCV, SCTP_EXTRCV 및및 
SCTP_DEFAULT_SEND_PARAM 옵션이옵션이 RFC 6458 사양에사양에 따라따라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새로운새로운 옵션옵션 SCTP_SNDINFO,SCTP_NXTINFO,SCTP_NXTINFO 및및 SCTP_DEFAULT_SNDINFO 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옵션을옵션을 대신하여대신하여 구현되었습니다구현되었습니다.
   

libstorageMgmt에서에서 SSLv2 및및 SSLv3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 NetApp ONTAP 관리는관리는 더더 이상이상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NetApp ONTAP 스토리지스토리지 어레이에어레이에 대한대한 SSLv2 및및 SSLv3 연결은연결은 libstorageMgmt 라이브러리에서라이브러리에서 
더더 이상이상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사용자는사용자는 NetApp 지원에지원에 연결하여연결하여 TLS(Transport Layer Security) 프로토프로토

콜을콜을 활성화할활성화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dconf-dbus-1이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dconf-editor가가 별도로별도로 제공됩니다제공됩니다.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dconf-dbus-1 API가가 제거되었습니다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그러나 바이너리바이너리 호환성을호환성을 유지하기유지하기 위해위해 
dconf-dbus-1 라이브러리가라이브러리가 백포트되었습니다백포트되었습니다. Red Hat은은 dconf-dbus-1 대신대신 GDBus 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dconf-error.h 파일의파일의 이름이이름이 dconf-enums.h 로로 변경되었습니다변경되었습니다. 또한또한 dconf 편집기편집기 가가 별도의별도의 
dconf-editor 패키지로패키지로 제공됩니다제공됩니다.
   

freeraduna에서는에서는 더더 이상이상 Auth-Type := System을을 허용하지허용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FreeRADIUS 서버는서버는 더더 이상이상 rlm_unix 인증인증 모듈에모듈에 대한대한 Auth-Type := 시스템시스템 옵션을옵션을 허용하지허용하지 않습않습
니다니다. 이이 옵션은옵션은 구성구성 파일의파일의 authorize 섹션에서섹션에서 unix 모듈을모듈을 사용하여사용하여 교체되었습니다교체되었습니다.
   

libcxgb3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및및 cxgb3 펌웨어펌웨어 패키지가패키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libibverbs 패키지패키지 및및 cx gb3 펌웨어펌웨어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libcx gb3 라이브러리는라이브러리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에서는에서는 계속계속 지원되지만지원되지만 이이 제품의제품의 다음다음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는릴리스에서는 지원지원
되지되지 않을않을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변경변경 사항은사항은 위에위에 나열된나열된 cxgb3,cxgb3 i 및및 iw_cxgb3 드라이버의드라이버의 사용사용 중단과중단과 
일치합니다일치합니다.
   

SFN4XXX 어댑터가어댑터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Red Hat Enterprise Linux 7.4부터부터 SFN4XXX Solarflare 네트워크네트워크 어댑터는어댑터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않습니

다다. 이전에는이전에는 Solarflare에에 모든모든 어댑터에어댑터에 단일단일 드라이버드라이버 sfc 가가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최근에최근에 SFN4XXX 지원은지원은 sfc
에서에서 분할되어분할되어  sfc -falcon 이라는이라는 새로운새로운 SFN4XXX 전용전용 드라이버로드라이버로 전환되었습니다전환되었습니다. 두두 드라이버드라이버 모두모두 
현재현재 계속계속 지원되지만지원되지만 sfc-falcon 및및 SFN4XXX 지원은지원은 향후향후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제거될제거될 예정입니다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시작시작 전용전용 FCoE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이기술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제한된제한된 고객고객 채택으로채택으로 인해인해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의기술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시작시작 전전
용용 유형이유형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시작시작 전용전용 스토리지스토리지 기술은기술은 Red Hat Enterprise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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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의 수명수명 동안동안 계속계속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사용사용 중단중단 공지는공지는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소프소프
트웨어트웨어 시작시작 기반기반 FCoE 지원을지원을 제거하려는제거하려는 의도를의도를 나타냅니다나타냅니다.
   

    하드웨어하드웨어 지원지원 및및 관련관련 사용자사용자 공간공간 툴툴(예예: 드라이버드라이버, libfc 또는또는 lib fcoe)은은 이이 사용사용 중단중단 알림의알림의 영향을영향을 
받지받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HEL 8의의 FCoE 지원에지원에 대한대한 변경변경 사항은사항은 RHEL 8 채택채택 고려고려 사항을사항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FCoE 및및 파이버파이버 채널의채널의 대상대상 모드가모드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FCoE:
     

      NIC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FCoE 대상대상 기능은기능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Red Hat Enterprise Linux 7의의 
라이프라이프 사이클사이클 기간기간 동안동안 계속계속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사용사용 중단중단 공지는공지는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 주주
요요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NIC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FCoE 대상대상 기능기능 지원을지원을 제거하려는제거하려는 의도를의도를 나타냅니다나타냅니다. RHEL 8
의의 FCoE 지원지원 변경변경 사항에사항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RHEL 8 채택채택 고려고려 사항을사항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파이버파이버 채널채널:
     

      파이버파이버 채널의채널의 대상대상 모드는모드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Red Hat Enterprise Linux 7의의 수명수명 동동
안안 계속계속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의의 향후향후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tcm_fc 및및 qla2xxx 드드
라이버의라이버의 대상대상 모드를모드를 비활성화할비활성화할 것입니다것입니다.
     

libvirt-lxc 툴을툴을 사용하는사용하는 컨테이너가컨테이너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다음다음 libvirt-lxc 패키지는패키지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1 이후이후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libvirt-daemon-driver-lxc
     

      libvirt-daemon-lxc
     

      libvirt-login-shell
     

    이제이제 Linux 컨테이너컨테이너 프레임워크의프레임워크의 향후향후 개발은개발은 docker 명령줄명령줄 인터페이스를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기반으로 합니다합니다. 
libvirt-lxc 툴은툴은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Red Hat Enterprise Linux 7 포함포함)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제거될제거될 
수수 있으며있으며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컨테이너컨테이너 관리관리 애플리케이션을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개발하는 데데 의존해서는의존해서는 안안 됩니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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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Red Hat KnowledgeBase 문서를문서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Directory Server에에 대한대한 Perl 및및 쉘쉘 스크립트가스크립트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389-ds-base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Perl 및및 쉘쉘 스크립트는스크립트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이이 스크립트는스크립트는 
Red Hat Enterprise Linux의의 다음다음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새새 유틸리티로유틸리티로 대체됩니다대체됩니다.
   

    Red Hat Directory Server 명령명령, 구성구성 및및 파일파일 참조의참조의 쉘쉘 스크립트스크립트 및및Perl 스크립트스크립트  섹션이섹션이 업데이트업데이트

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영향을영향을 받는받는 스크립트에스크립트에 대한대한 설명에는설명에는 이제이제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참조가참조가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있습니

다다.
   

libguestfs는는 더더 이상이상 ISO 설치설치 프로그램프로그램 파일을파일을 검사할검사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libguestfs 라이브러리는라이브러리는 더더 이상이상 guestfish 또는또는 virt-inspector 유틸리티를유틸리티를 사용하는사용하는 ISO 설치설치 프로프로
그램그램 파일파일 검사를검사를 지원하지지원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대신대신 ISO 파일을파일을 검사하는검사하는 데데 the osinfo-detect 명령을명령을 사용합니사용합니

다다. 이이 명령은명령은 libosinfo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가져올가져올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가상가상 머신의머신의 내부내부 스냅샷스냅샷 생성이생성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최적화와최적화와 안정성이안정성이 부족하기부족하기 때문에때문에 내부내부 가상가상 시스템시스템 스냅샷은스냅샷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자세한자세한 내내
용은용은 외부외부 스냅샷을스냅샷을 사용하는사용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외부외부 스냅샷스냅샷 생성에생성에 대한대한 지침을지침을 비롯한비롯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가상가상
화화 배포배포 및및 채택채택 가이드를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IVSHMEM이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IVSHMEM(Inter-VM 공유공유 메모리메모리 장치장치) 기능이기능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따라서따라서 향후향후 RHEL의의 주요주요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VM(가상가상 머신머신)이이 게스트에게스트에 메모리를메모리를 노출하는노출하는 PCI 장치의장치의 형태로형태로 여러여러 가상가상 머신머신 간에간에 메모메모
리를리를 공유하도록공유하도록 구성된구성된 경우경우 VM이이 부팅되지부팅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gnome-shell-browser-plugin 하위하위 패키지가패키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Firefox ESB(Extret Extended Support Release) 이후이후, Firefox는는 gnome-shell-browser-plugin 하하
위위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사용된사용된NPAPI(Netscape Plugi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를 더더 이상이상 지원하지원하

지지 않습니다않습니다. GNOME 쉘쉘 확장확장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설치할설치할 기능을기능을 제공하는제공하는 하위하위 패키지는패키지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않습
니다니다. 이제이제 GNOME Shell Extensions 설치가설치가 gnome-software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직접직접 처리됩니다처리됩니다.
   

VDO 읽기읽기 캐시가캐시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VDO(Virtual Data Optimizer)의의 읽기읽기 캐시캐시 기능이기능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새새 VDO 볼륨에서볼륨에서 읽기읽기 
캐시는캐시는 기본적으로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다음다음 주요주요 Red Hat Enterprise Linux 릴리스에서는릴리스에서는 읽기읽기 캐시캐시 기능이기능이 제거되므로제거되므로 더더 이상이상 vdo 유틸리유틸리

티의티의 --readCache 옵션을옵션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활성화할활성화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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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ID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cpuid 명령이명령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의의 주요주요 릴리스는릴리스는 cpuid 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각각 CPU의의 CPUID 명령에명령에 대한대한 정보를정보를 덤프하는덤프하는 기능을기능을 더더 이상이상 지원하지지원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유사한유사한 정보정보
를를 얻으려면얻으려면 대신대신 lscpu 명령을명령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KDE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기본기본 GNOME 데스크탑데스크탑 환경에환경에 대한대한 대안으로대안으로 제공되는제공되는 KDE Plasma Workspace(KDE)는는 더더 이상이상 사사
용되지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의의 주요주요 릴리스는릴리스는 기본기본 GNOME 데스크탑데스크탑 환경환경 대신대신 
KDE를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기능을기능을 더더 이상이상 지원하지지원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NFS 위치와위치와 함께함께 virt-install 사용은사용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 주요주요 버전에서버전에서 virt-install 유틸리티는유틸리티는 NFS 위치를위치를 마운트할마운트할 수수 없습없습
니다니다. 결과적으로결과적으로 NFS 주소가주소가 있는있는 virt-install 을을 --location 옵션의옵션의 값으로값으로 사용하여사용하여 가상가상 시스템을시스템을 설치설치
하려고하려고 하면하면 실패합니다실패합니다. 이러한이러한 변경변경 사항을사항을 해결하려면해결하려면 virt-install 을을 사용하기사용하기 전에전에 NFS 공유를공유를 마운마운
트하거나트하거나 HTTP 위치를위치를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lwresd 데몬이데몬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bind 패키지의패키지의 일부인일부인 lwresd 데몬은데몬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향후향후 Red Hat Enterprise Linux의의 
주요주요 릴리스는릴리스는 lwresd 와와 함께함께 BIND 9 경량경량 확인자확인자 라이브러리를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클라이언트에 이름이름 조회조회 서비서비
스를스를 더더 이상이상 제공하지제공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권장되는권장되는 대체는대체는 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
   

      systemd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systemd -resolved 데몬데몬 및및 nss-resolve API
     

      unbound 및및 unbound -libs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unbound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API 및및 데몬데몬
     

      getaddrinfo 및및 관련관련 glibc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호출호출
     

/etc/sysconfig/nfs 파일과파일과 레거시레거시 NFS 서비스서비스 이름이이름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향후향후 주요주요 Red Hat Enterprise Linux 릴리스는릴리스는 NFS 구성을구성을 /etc/sysconfig/nfs 파일에서파일에서 
/etc/nfs.conf 로로 이동합니다이동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7은은 현재현재 이러한이러한 두두 파일을파일을 모두모두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Red Hat은은 새로운새로운 
/etc/nfs.conf 파일을파일을 사용하여사용하여 모든모든 버전의버전의 Red Hat Enterprise Linux에서에서 자동화된자동화된 구성구성 시스템과시스템과 호환호환
되도록되도록 하는하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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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또한 다음다음 NFS 서비스서비스 별칭이별칭이 제거되어제거되어 업스트림업스트림 이름으로이름으로 바뀝니다바뀝니다.
   

      nfs.service, nfs-server.service로로 대체대체
     

      nfs-secure.service, replaced by rpc-gssd.service
     

      rpcgssd.service, replaced by rpc-gssd.service
     

      nfs-idmap.service, nfs-idmapd.service로로 대체대체
     

      rpcidmapd.service, nfs-idmapd.service로로 대체대체
     

      nfs-lock.service, replaced by rpc-statd.service
     

      nfslock.service, replaced by rpc-statd.service
     

JSON 내보내기내보내기 기능이기능이 nft 유틸리티에서유틸리티에서 제거되었습니다제거되었습니다.

    이전에는이전에는 nft 유틸리티에서유틸리티에서 내보내기내보내기 기능을기능을 제공했지만제공했지만 내보낸내보낸 콘텐츠에는콘텐츠에는 내부내부 규칙규칙 세트세트 표현표현 세부세부 
정보가정보가 포함될포함될 수수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이러한이러한 세부세부 사항은사항은 추가추가 공지공지 없이없이 변경될변경될 수수 있었습니다있었습니다. 따라서따라서 RHEL 
7.7부터부터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내보내기내보내기 기능이기능이 nft 에서에서 제거되었습니다제거되었습니다. RHEL 8에서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등등 향후향후 
nft 버전에는버전에는 높은높은 수준의수준의 JSON API가가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그러나그러나 이이 API는는 RHEL 7.7에서에서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없
습니다습니다.
   

RHEL 7 옵션옵션 리포지토리의리포지토리의 openvswitch-2.0.0-7 패키지가패키지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RHEL 7.5는는 NetworkManager -ovs 패키지에패키지에 종속되어종속되어 RHEL 7 Optional 리포지토리에리포지토리에 
openvswitch- 2.0.0-7.el7 패키지를패키지를 도입했습니다도입했습니다. 이이 종속성이종속성이 더더 이상이상 존재하지존재하지 않으므로않으므로 
openvswitch-2.0.0-7.el7 이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ed Hat은은 RHEL 7 옵션옵션 리포지토리에서리포지토리에서 패키지를패키지를 지원하지지원하지 않으며않으며, 이후에는이후에는 openvswitch-2.0.0-
7.el7 이이 업데이트되지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따라서따라서 프로덕션프로덕션 환경에서는환경에서는 이이 패키지를패키지를 사용하지사용하지 마십시오마십시오.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PHP 확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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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다음 PHP 확장확장 기능은기능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aspell
     

      mysql
     

      memcache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Apache HTTP Server 모듈모듈

    Apache HTTP 서버의서버의 다음다음 모듈은모듈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mod_file_cache
     

      mod_nss
     

      mod_perl
     

Apache Tomcat이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Java Servlet 및및 JSP(JavaServer Pages) 기술을기술을 위한위한 서블릿서블릿 컨테이너인컨테이너인 Apache Tomcat 서버가서버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ed Hat은은 서블릿서블릿 컨테이너가컨테이너가 필요한필요한 사용자가사용자가 JBoss Web Server를를 사용하도사용하도

록록 권장합니다권장합니다.
   

DES 알고리즘은알고리즘은 IdM에서에서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보안상의보안상의 이유로이유로 IdM(Identity Management)에서에서DES(데이터데이터 암호화암호화 표준표준) 알고리즘이알고리즘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사용
되지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krb5-libs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MIT Kerberos 라이브러리는라이브러리는 새새 배포에서배포에서 데이터데이터 암호화암호화 
표준표준(DES)을을 사용할사용할 수수 없습니다없습니다. 환경이환경이 새로운새로운 알고리즘을알고리즘을 지원하지지원하지 않는않는 경우에만경우에만 호환성을호환성을 위해위해 
DES를를 사용하십시오사용하십시오.
   

    또한또한 Kerberos에서에서 RC4 암호를암호를 사용하지사용하지 않는않는 것이것이 좋습니다좋습니다. DES는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지만않지만 
SMB(서버서버 메시지메시지 블록블록) 프로토콜은프로토콜은 RC4를를 계속계속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그러나그러나 SMB 프로토콜은프로토콜은 보안보안 AES 알고리알고리

즘을즘을 사용할사용할 수도수도 있습니다있습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다음을다음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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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Kerberos 문서문서 - DES 삭제삭제
     

      RFC6649: Kerberos의의 DES, RC4-HMAC-EXP 및및 기타기타 Weak 암호화암호화 알고리즘알고리즘 사용사용 중단중단
     

real(kind=16) 유형유형 지원이지원이 libquadmath 라이브러리에서라이브러리에서 제거되었습니다제거되었습니다

    ABI 호환성을호환성을 유지하기유지하기 위해위해 compat-libgfortran-41 패키지의패키지의 libquadmath 라이브러리에서라이브러리에서 
real(kind=16) 유형의유형의 지원이지원이 제거되었습니다제거되었습니다.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glibc 기능기능

    glibc 패키지에서패키지에서 제공하는제공하는 GNU C 라이브러리의라이브러리의 다음다음 기능은기능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librtkaio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Sun RPC 및및 NIS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GDB 디버거의디버거의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능기능

    GDB 디버거의디버거의 다음다음 기능과기능과 기능은기능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gcj 컴파일러로컴파일러로 빌드된빌드된 Java 프로그램프로그램 디버깅디버깅

     

      HP-UX XDB 호환성호환성 모드모드 및및 -xdb 옵션옵션
     

      stabs 형식의형식의 썬썬 버전버전
     

valgrind-devel 의의 개발개발 헤더헤더 및및 정적정적 라이브러리가라이브러리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valgrind-devel 하위하위 패키지에는패키지에는 사용자사용자 지정지정 Valgrind 툴을툴을 개발하기개발하기 위한위한 개발개발 파일이파일이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있습
니다니다. 이러한이러한 파일에는파일에는 보장된보장된 API가가 없으며없으며 정적으로정적으로 연결해야연결해야 하며하며,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으므로않으므로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사용되

지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ed Hat은은 valgrind.h,callgrind.h,drd .h, helgrind.h 및및 memcheck.h와와 같은같은 valgrind -
devel 패키지의패키지의 valgrind 인식인식 프로그램에프로그램에 대해대해 다른다른 개발개발 파일과파일과 헤더헤더 파일을파일을 사용할사용할 것을것을 권장합니다권장합니다. 
이이 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 안정적이고안정적이고 지원됩니다지원됩니다.
   

32비트비트 Xen을을 위한위한 tool gneg 라이브러리가라이브러리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glibc i686 패키지에는패키지에는 부정적인부정적인 오프셋오프셋(simple offsets)을을 통한통한 스레드스레드 설명자설명자 세그먼트세그먼트 레지스터레지스터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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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용을 방지하는방지하는 대체대체 glibc 빌드가빌드가 포함되어포함되어있습니다있습니다. 이이 대체대체 빌드는빌드는 전체전체 반가상화반가상화 비용을비용을 줄이기줄이기 위한위한 
최적화로최적화로 하드웨어하드웨어 가상화가상화 지원지원 없이없이 Xen 프로젝트프로젝트 하이퍼바이저의하이퍼바이저의 32비트비트 버전에서만버전에서만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이이 
대체대체 빌드는빌드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GCC의의 ADA, Go 및및 Objective C/C++ 빌드빌드 기능이기능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GNAT(Gda), GCC Go 및및 GCC 컴파일러를컴파일러를 사용하는사용하는 Objective C/C++ 언어로언어로 코드를코드를 빌드하는빌드하는 기능은기능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Go 코드를코드를 빌드하려면빌드하려면 대신대신 Go Toolset을을 사용합니다사용합니다.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Kickstart 명령명령 및및 옵션옵션

    다음다음 Kickstart 명령명령 및및 옵션이옵션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upgrade
     

      btrfs
     

      btrfs 및및 파티션파티션 btrfs
     

      part --fstype btrfs 및및 partition --fstype btrfs
     

      logvol --fstype btrfs
     

      raid --fstype btrfs
     

      unsupported_hardware
     

    특정특정 옵션과옵션과 값만값만 나열되는나열되는 경우경우 base 명령명령 및및 해당해당 기타기타 옵션은옵션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virt-who 의의 env 옵션이옵션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이번이번 업데이트를업데이트를 통해통해 virt-who 유틸리티에서유틸리티에서 더더 이상이상 하이퍼바이저하이퍼바이저 탐지에탐지에 env 옵션을옵션을 사용하지사용하지 않습않습
니다니다. 따라서따라서 Red Hat은은 옵션이옵션이 의도하지의도하지 않으므로않으므로 virt-who 구성에서구성에서 env 사용을사용을 권장하지권장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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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 그래픽그래픽 카드가카드가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AGP(Acccelerated Graphics Port) 버스를버스를 사용하는사용하는 그래픽그래픽 카드는카드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RHEL 8
에서는에서는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AGP 그래픽그래픽 카드는카드는 64비트비트 시스템에서시스템에서 거의거의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으며않으며 버스는버스는 PCI-
Express로로 교체되었습니다교체되었습니다.
   

copy_file_range() 호출이호출이 로컬로컬 파일파일 시스템시스템 및및 NFS에서에서 비활성화되었습니다비활성화되었습니다

    로컬로컬 파일파일 시스템의시스템의 copy_file_range() 시스템시스템 호출에는호출에는 수정하기수정하기 어려운어려운 여러여러 문제가문제가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있습
니다니다. 파일파일 손상을손상을 방지하기방지하기 위해위해 RHEL 7.8에서에서 로컬로컬 파일파일 시스템에시스템에 대한대한 copy_file_range() 지원이지원이 비활비활
성화되었습니다성화되었습니다. 이이 경우경우 애플리케이션에서애플리케이션에서 호출을호출을 사용하는사용하는 경우경우 copy_file_range() 에서에서 이제이제 
ENOSYS 오류를오류를 반환합니다반환합니다.
   

    같은같은 이유로이유로 NFS 서버에서서버에서 server-side-copy 기능이기능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비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하지만 server-side-copy
를를 지원하는지원하는 서버에서버에 액세스할액세스할 때때 NFS 클라이언트는클라이언트는 copy_file_range() 를를 계속계속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ipv6,netmask,gateway 및및 hostname 커널커널 매개변수는매개변수는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커널커널 명령줄에서명령줄에서 네트워크네트워크 구성을구성을 설정하는설정하는 ipv6,netmask,gateway 및및 hostname 매개매개 변수는변수는 더더 이이
상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HEL 8에서는에서는 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 다양한다양한 형식을형식을 허용하는허용하는 통합통합 ip 매개변수만매개변수만 지원합니지원합니

다다.
   

ip=__IP_address__:__peer__:__gateway_IP_address__:__net_mask__:__host_name__:__interface_n
ame__:__configuration_method__

    이이 매개변수에서매개변수에서 허용하는허용하는 개별개별 필드필드 및및 기타기타 형식에형식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dracut.cmdline(7) 도움말도움말 페페
이지의이지의 ip 매개변수매개변수 설명을설명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RHEL 7에서는에서는 이미이미 integrationd ip 매개매개 변수를변수를 사용할사용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HEL 7에서는에서는 hidepid=n 마운트마운트 옵션이옵션이 권장되지권장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proc/[pid] 디렉토리에서디렉토리에서 정보에정보에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는있는 사용자를사용자를 제어하는제어하는 mount 옵션옵션 hidepid=n 은은 
RHEL 7 이상에서이상에서 제공되는제공되는 systemd 와와 호환되지호환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또한또한 이이 옵션을옵션을 사용하면사용하면 systemd 에서에서 시작한시작한 특정특정 서비스가서비스가 SELinux AVC 거부거부 메시지를메시지를 생성하고생성하고 
다른다른 작업이작업이 완료되지완료되지 않도록않도록 할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자세한자세한 내용은내용은 RHEL7 및및 RHEL8에서에서 권장권장 "hidepid=2"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 /proc 마운트마운트 에에 대한대한 자세한자세한 내용내용
을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s split 옵션은옵션은 -f 옵션으로옵션으로 더더 이상이상 지원되지지원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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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Hat Secure FTP 에에 파일을파일을 업로드하여업로드하여 Red Hat 지원에지원에  파일을파일을 제공할제공할 때때 redhat-support-tool 
addattachment -f 명령을명령을 실행할실행할 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 RHBA-2022:0623 권고에권고에 도입된도입된 인프라인프라 변경으로변경으로 인해인해 
더더 이상이상 -s 옵션을옵션을 사용하여사용하여 큰큰 파일을파일을 부분으로부분으로 분할하고분할하고 Red Hat Secure FTP 에에 업로드할업로드할 수수 없습니없습니

다다.
   

redhat-support-tool 진단진단 <file_or_directory> 명령이명령이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음않음

    RHBA-2022:0623 권고가권고가 릴리스되면서릴리스되면서 Red Hat 지원지원 도구는도구는  이전에이전에 파일파일 또는또는 디렉토리의디렉토리의 고급고급 진단진단 
서비스에서비스에 사용된사용된 redhat-support-tool 진단진단 <file_or_directory > 명령을명령을 더더 이상이상 지원하지지원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redhat-support-tool 진단진단 명령은명령은 일반일반 텍스트텍스트 분석을분석을 계속계속 지원합니다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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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 A. 구성구성 요소요소 버전버전

   이이 부록은부록은 Red Hat Enterprise Linux 7.9 릴리스에서릴리스에서 주요주요 구성구성 요소요소 및및 해당해당 버전버전 목록을목록을 제공합니다제공합니다.
  

표표 A.1. 구성구성 요소요소 버전버전

구성구성 요소요소 버전버전

커널커널 3.10.0-1160

kernel-alt 4.14.0-115

Qlogic qla2xxx 드라이버 10.01.00.22.07.9-k

Qlogic qla4xxx 드라이버 5.04.00.00.07.02-k0

Emulex lpfc 드라이버 0:12.0.0.13

iSCSI 이니시에이터 utils(iscsi-initiator-utils) 6.2.0.874-19

DM-Multipath(device-mapper-multipath) 0.4.9-133

LVM (lvm2) 2.02.187-6

qemu-kvm[a] 1.5.3-175

qemu-kvm-ma[b] 2.12.0-33

[a] qemu-kvm 패키지는 AMD64 및 Intel 64 시스템에서 KVM 가상화를 제공합니다.

[b] qemu-kvm-ma 패키지는 IBM POWER8, IBM POWER9 및 IBM Z에서 KVM 가상화를 제공합니다. IBM POWER9 및 IBM Z
의 KVM 가상화도 kernel-alt 패키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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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 B. 구성구성 요소별요소별 티켓티켓 목록목록

   Bugzilla 및및 JIRA ID는는 참조를참조를 위해위해 이이 문서에문서에 나열되어나열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공개적으로공개적으로 액세스할액세스할 수수 있는있는 
Bugzilla 버그에는버그에는 티켓티켓 링크가링크가 포함되어포함되어 있습니다있습니다.
  

구성구성 요소요소 티켓티켓

389-ds-base BZ#1801327,BZ#1700987,BZ#1796558,BZ#1769418,BZ#1807537,BZ#1
837105,BZ#1824930,BZ#1827284

Ansible BZ#1767177, BZ#1439896, BZ#1660838

apr BZ#1739287

bind BZ#1744081, BZ#1758317, BZ#1853191, BZ#1851836

cloud-init BZ#1772505, BZ#1685580

클라우드클라우드 BZ#1846667, BZ#1348508

Corosync BZ#1413573

criu BZ#1400230

cups BZ#1672212

custodia BZ#1403214

desktop BZ#1481411

dnf BZ#1461652

fence-agents BZ#1476401

filesystems BZ#1274459, BZ#1111712, BZ#1206277, BZ#1477977

firewalld BZ#1796055, BZ#1754117

freerdp BZ#1834286

gnome-shell BZ#1481395

hardware-enablement BZ#1062759, BZ#1384452, BZ#1519746, BZ#1454918, BZ#1454916

identity-management BZ#1819745, BZ#14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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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BZ#1115294, BZ#1298286, BZ#1518939

iptables BZ#1851944

iscsi-initiator-utils BZ#1439055

kernel-rt BZ#1790643

kernel BZ#1801759, BZ#1781726, BZ#1514705, BZ#1855010, BZ#1807077,
BZ#1770232, BZ#1829777, BZ#1836292, BZ#1168430, BZ#1706522,
BZ#1813394, BZ#1844522, BZ#1838903, BZ#1862840, BZ#1871027,
BZ#1874101, BZ#1933998, BZ#1559615, BZ#1230959, BZ#1460849,
BZ#1464377, BZ#1457533, BZ#1503123, BZ#1589397, BZ#1726642

kexec-tools BZ#1773478

krb5 BZ#1733289, BZ#1782492

libguestfs BZ#1387213

libreswan BZ#1375750

libvirt BZ#1475770

mariadb BZ#1834835

네트워킹네트워킹 BZ#1062656, BZ#916384, BZ#916382, BZ#755087, BZ#1259547,
BZ#1393375

nss BZ#1431210, BZ#1425514, BZ#1432142

openscap BZ#1478285, BZ#1640522, BZ#1829782

openssh BZ#1828598

oscap-anaconda-addon BZ#1648162

ovmf BZ#653382

pacemaker BZ#1792492

pcp BZ#1775373

pcs BZ#1433016

구성구성 요소요소 티켓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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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l BZ#1751381, BZ#1806523

pki-core BZ#1768718, BZ#1487418

resource-agents BZ#1513957

scap-security-guide BZ#1821633,BZ#1791583,BZ#1665233,BZ#1958789,BZ#1955180,BZ#16
91877,BZ#1494606,BZ#1609014,BZ#1776780,
BZ#1890111,BZ#1942281,BZ#1838622,BZ#1721439,BZ#1778661,BZ#1891
435,BZ#1976123

보안보안 BZ#1421794, BZ#1832194

selinux-policy BZ#1770123, BZ#1780332, BZ#1775573

서비스서비스 BZ#1790655, BZ#1844443

sssd BZ#1796352, BZ#1068725

storage BZ#1649493, BZ#1942865, BZ#1109348, BZ#1119909, BZ#1414957

systemd BZ#1284974

Tang BZ#1703445

툴툴 BZ#1569484

tuned BZ#1702724, BZ#1776149

바인딩되지바인딩되지 않음않음 BZ#2121623

usbguard BZ#1480100

vdo BZ#1706154

virtualization BZ#1854917, BZ#1103193, BZ#1299662, BZ#1661654

yum-utils BZ#2042313

yum BZ#1708628, BZ#1778784

구성구성 요소요소 티켓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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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 C. 개정개정 내역내역

0.3-2

      2022년년 10월월 19일일, Lenka wanková (lspackova@redhat.com)
     

        chroot,BZ#2121623 (Networking) 내부에서내부에서 실행되도록실행되도록 unbound 를를 구성하는구성하는 방법에방법에 
대한대한 정보를정보를 추가했습니다추가했습니다.
       

0.3-1

      2022년년 9월월 21일일 2017년년 3월월2일일
     

        BZ#1967950 및및 BZ#1993822 (보안보안)라는라는 두두 가지가지 새로운새로운 ehnancements가가 추가되었습추가되었습

니다니다.
       

0.3-0

      2012년년 4월월 22일일mailto:lspackova@redhat.com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능에기능에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두두 개의개의 패키지가패키지가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0.2-9

      2022년년 2월월 17일일, Lenka hierakovoctets(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능에기능에 대한대한 지원지원 가능성과가능성과 관련된관련된 두두 가지가지 노트가노트가 추가되었습니추가되었습니

다다.
       

0.2-8

      2022년년 2월월 08일일, Lenka hierakovoctets(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
     

        RHEL 7에서에서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기능을기능을 사용하지사용하지 않는않는 데데 hidepid=n 마운트마운트 옵션에옵션에 
대한대한 정보가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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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 26 2022년년 1월월 26일일mailto:lspackova@redhat.com
     

        알려진알려진 문제문제 BZ#2042313 (시스템시스템 및및 서브스크립션서브스크립션 관리관리)가가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0.2-6

      2021년년 12월월 07일일, Valka pa¢á(lspackova@redhat.com)
     

        버그버그 수정수정 BZ#1942281 (보안보안)이이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이전에 알려진알려진 문제를문제를 버그버그 수정수정 BZ#1976123 (보안보안)으로으로 변경했습니다변경했습니다.
       

0.2-5

      2021년년 8월월 17일일 화요일화요일, Lenka pa¢á(lspackova@redhat.com)
     

        Red Hat Software Collections 섹션섹션 업데이트업데이트.
       

0.2-4

      2021년년 7월월 21일일, Lenka pa¢á(lspackova@redhat.com)
     

        향상된향상된 BZ#1958789 및및 BZ#1955180 (보안보안).
       

0.2-3

      2021년년 7월월 12일일, 메니카메니카 -파파산라파파산라(lspackova@redhat.com)
     

        알려진알려진 문제문제 BZ#1976123(보안보안) 추가추가.
       

0.2-2

      2021년년 6월월 3일일 목요일목요일, Lenka pa¢á(lspackova@redh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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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진알려진 문제문제 BZ#1933998 (커널커널) 추가추가.
       

        버그버그 수정수정 BZ#1890111 (보안보안)이이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0.2-1

      2021년년 5월월 21일일 금요일금요일, 메카메카 -파파산라파파산라(lspackova@redhat.com)
     

        개요개요 의의 OS 변환에변환에 대한대한 업데이트된업데이트된 정보정보.
       

0.2-0

      2020년년 4월월 28일일, 종료될종료될 예정인예정인 카나리아파파카나리아파파사라사라(lspackova@redhat.com)
     

        버그버그 수정수정 BZ#1891435 (보안보안)가가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0.1-9

      2020년년 4월월 26일일, Lenka pa¢á(lspackova@redhat.com)
     

        알려진알려진 문제문제 BZ#1942865 (스토리지스토리지)가가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0.1-8

      2021년년 4월월 6일일 화요일화요일, 메카메카 -파파산라파파산라(lspackova@redhat.com)
     

        지원되는지원되는 아키텍처아키텍처 목록목록 개선개선.
       

0.1-7

      2021년년 3월월 31일일 수요일수요일, 커널카커널카 -파파산라파파산라(lspackova@redhat.com)
     

        지원되는지원되는 Convert2RHEL 유틸리티의유틸리티의 가용성과가용성과 함께함께 OS 변환에변환에 대한대한 정보가정보가 업데이트되업데이트되

었습니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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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2021년년 3월월 30일일, Lenka pa¢á(lspackova@redhat.com)
     

        알려진알려진 문제문제(커널커널) 추가추가.
       

0.1-5

      2021년년 3월월 02일일, Lenka pa¢á(lspackova@redhat.com)
     

        Upgrading from RHEL 6 to RHEL 7 에에 대한대한 링크가링크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업데이트되었습니다.
       

        고정고정 CentOS Linux 이름이름.
       

0.1-4

      2021년년 2월월 3일일 수요일수요일, Lenka pa¢á(lspackova@redhat.com)
     

        커널커널 명령줄에서명령줄에서 네트워크네트워크 구성에구성에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매개변수에매개변수에 대한대한 기록이기록이 추가되추가되

었습니다었습니다.
       

0.1-3

      2021년년 2월월 02일일, Valka pa¢á(lspackova@redhat.com)
     

        Red Hat Enterprise Linux Atomic Host 에에 대한대한 폐기폐기 알림알림 추가추가.
       

0.1-2

      2021년년 1월월 28일일, Lenka pa¢á(lspackova@redhat.com)
     

        새새 page_owner 커널커널 매개변수와매개변수와 관련된관련된 메모가메모가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0.1-1

      2021년년 1월월 19일일 화요일화요일, Lenka pa¢á(lspackova@redh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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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패키지가패키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업데이트되었습니다.
       

0.1-0

      2020년년 12월월 16일일, Lenka pa¢á(lspackova@redhat.com)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드라이버에드라이버에 추가된추가된 mthca.
       

0.0-9

      2020년년 12월월 15일일 화요일화요일, 기니카기니카 -파파산라파파산라(lspackova@redhat.com)
     

        STIG 보안보안 프로필프로필 업데이트업데이트(보안보안)에에 대한대한 추가추가 정보정보.
       

0.0-8

      2020년년 11월월 25일일, 종료될종료될 예정인예정인 카나리아파파카나리아파파사라사라(lspackova@redhat.com)
     

        알려진알려진 문제문제(보안보안) 추가추가.
       

0.0-7

      2020년년 11월월 11일일, 종료될종료될 예정인예정인 카나리아파파카나리아파파사라사라(lspackova@redhat.com)
     

        알려진알려진 문제문제(클라우드클라우드 환경의환경의 RHEL) 추가추가.
       

0.0-6

      2020년년 10월월 13일일 화요일화요일, Lenka pa¢á(lspackova@redhat.com)
     

        더더 이상이상 사용되지사용되지 않는않는 어댑터가어댑터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업데이트되었습니다.
       

        iavf(기술기술 프리뷰프리뷰 노트노트)에서에서 드라이버드라이버 이름을이름을 수정했습니다수정했습니다.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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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년 9월월 29일일 화요일화요일, 기니카기니카 -파파산라파파산라(lspackova@redhat.com)
     

        Red Hat Enterprise Linux 7.9 릴리스릴리스 노트노트.
       

0.0-4

      2020년년 9월월 7일일, Jaroslav Klech(jklech@redhat.com)
     

        커널커널 매개매개 변수변수 섹션에서섹션에서 BERT를를 올바르게올바르게 확장한확장한 경우경우.
       

0.0-3

      2020년년 6월월 25일일 목요일목요일, 기니카기니카 -파파산라파파산라(lspackova@redhat.com)
     

        OpenLDAP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서버서버 및및 서비스서비스)와와 관련된관련된 알려진알려진 문제가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추가되었습니다.
       

0.0-2

      2020년년 6월월 23일일 화요일화요일, Jaroslav Klech(jklech@redhat.com)
     

        커널커널 매개매개 변수변수 장장 추가추가 및및 정리정리. 장치장치 드라이버드라이버 장장 추가추가.
       

0.0-1

      2020년년 6월월 18일일 목요일목요일, 기니카기니카 -파파산라파파산라(lspackova@redhat.com)
     

        다양한다양한 추가추가 기능기능.
       

0.0-0

      2020년년 5월월 20일일, 종료될종료될 예정인예정인 카나리아파파산라카나리아파파산라(lspackova@redhat.com)
     

        Red Hat Enterprise Linux 7.9 베타베타 릴리스릴리스 노트노트 릴리스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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