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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sco 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 4.1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관리가 포함됩니다.애플리케이
션 프로비저닝 지원을 사용하면 서버 또는 VM(가상 머신)별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Cisco IAC 4.1은 부트스트랩 프로비저닝(예: 가상 및 물리적 서버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을 허용합니다. Puppet 또는 Chef 에이전트는 프로비저닝되는 VM에 자동으로 부트스트랩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구 사항

이 구성을 시도하기 전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Cisco IAC 4.1 이상이 지원되는 버전에서 설치, 구성 및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자세한 내용은 Cisco Intelligent Automation for Cloud Compatibility Matrix 참조).

Puppet Enterprise는 지원해야 할 에이전트의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전용 서버에 설치해야 합
니다.콘솔 역할은 퍼핏 마스터와 동일한 서버에 설치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에이전트/마스터
구축을 사용할 때 Puppet의 트래픽에 대해 네트워크를 준비해야 합니다.방화벽이 올바르게 구성되
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Puppet 마스터 서버는 선택한 포트에서 들어오는 연결을 허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8140이며 에이전트 노드는 해당 포트의 마스터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보통 수준의 웹 트래픽을 처리하고 프로세서 집약적인 백그라운드 작업을 수행하
기 위한 강력한 전용 Puppet Enterprise 서버를 기반으로 합니다.구성 요소 정보는 Puppet



Enterprise 요구 사항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기 규칙

문서 표기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설치

대상 PE(Puppet Enterprise) 대상을 다운로드하고 확인합니다.1.
타볼의 포장을 풀어 주세요.(tar -xvf <tarball>을 실행합니다.)2.
PE 설치 프로그램 디렉토리에서 sudo ./puppet-enterprise-installer를 실행합니다.3.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선택하여 설치 패키지를 설치합니다.이 시점에서 PE 설치 프로그램
은 웹 서버를 시작하고 웹 주소로 이동합니다.https://<설치 플랫폼 호스트 이름>:3000.포트
3000에서 호스트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참고: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터미널 연결
을 열어 두십시오.그렇지 않으면 설치가 실패합니다.

4.

주소를 브라우저에 복사합니다.5.
메시지가 표시되면 브라우저에서 보안 요청을 수락합니다.그런 다음 설치 프로그램 시작 페이
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6.

시작 페이지에서 시작 을 클릭합니다.7.
다음으로, 구축 유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모놀리식을 선택합니다.8.
Puppet 마스터 서버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퍼핏 마스터 FQDN:에서는 PE를 설치할
서버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을 제공합니다.예: master.example.com.DNS 별칭:에서는 쉼표
로 구분된 별칭 에이전트 노드를 사용하여 마스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예: 'master'SSH 사용
자 이름:에서는 puppet 마스터에 연결하는 사용자의 SSH 사용자 이름을 제공합니다.이 경우
'root'입니다.

9.

데이터베이스 지원에 대한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PostgreSQL 설치 기본 옵션을 선택합니다.10.
PE 콘솔 관리자 사용자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콘솔 수퍼유저 이메일 주소:콘솔에
관리자로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주소를 제공합니다.콘솔 수퍼유저 암호:콘솔 로그인에 대한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표시된 대로 암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12.
계획 확인 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고 올바른 경우 계속을 클릭합니다.13.
검증 페이지에서 설치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 요소(예: SSH 자격 증명이 올바른지, 디스크
공간이 충분한지, OS가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결되지 않
은 문제가 없으면 지금 구축을 클릭합니다.

14.

그런 다음 설치 관리자가 Puppet Enterprise를 설치 및 구성합니다.OS 저장소에서 추가 패키
지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 프로세스는 최대 10~1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설치가 완
료되면 터미널에서 실행 중이던 설치 프로그램 스크립트가 닫힙니다.

15.

구성

퍼핏 마스터 컨피그레이션

IAC와 함께 Puppet Master를 설치한 후 서버 컨피그레이션의 다음 측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puppet 구성 파일의 기본 블록에 "hiera_config" 옵션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구성 파일의
예는 아래 참조).

1.

http://puppetlabs.com/puppet/requirements
/content/en/us/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016-techtip-conventions.html


모듈이 puppet.conf 파일의 "basemodulepath" 매개변수에 지정된 폴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2.
계층 구성 파일에 ":datadir:" 매개 변수를 포함하십시오.구성 파일의 예는 아래에서 찾을 수 있
습니다.

3.

Example of working Pupet configuration file:

[main]

 certname = pupm.server.local

    dns_alt_names = pupm.server.local,pupm

    vardir = /var/opt/lib/pe-puppet

    logdir = /var/log/pe-puppet

    rundir = /var/run/pe-puppet

    basemodulepath = /etc/puppetlabs/puppet/modules:/opt/puppet/share/puppet/modules

    server = iac-qe-pupm.tidalsoft.local

    user  = pe-puppet

    group = pe-puppet

    archive_files = true

    archive_file_server = pupm.server.local

    hiera_config = /etc/puppetlabs/puppet/hiera.yaml

[master]

    certname = pupm.server.local

    ca_name = 'Puppet CA generated on pupm.server.local at 2014-07-22 22:39:18 -0500'

    reports = console,puppetdb

    node_terminus = console

    ssl_client_header = SSL_CLIENT_S_DN

    ssl_client_verify_header = SSL_CLIENT_VERIFY

    storeconfigs = true

    storeconfigs_backend = puppetdb

[agent]

    report = true

    classfile = $vardir/classes.txt

    localconfig = $vardir/localconfig

    graph = true

    pluginsync = true

    environment = production

Example of working hiera configuration file:

    ---

    :backends:

      - yaml

    :yaml:

      :datadir: /etc/puppetlabs/puppet/hieradata

    :hierarchy:

      - "nodes/%{fqdn}"

      - common

역할 및 프로필

Puppet은 추상화의 원수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공급자는 유형별로 추상화되며, 리소스는 클
래스에 의해 추상화되며, 클래스는 모델에 의해 추상화되고 모듈은 프로파일에 의해 추상화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추상화는 역할입니다.



역할은 인간의 논리와 기술 논리 간에 합리적인 매핑을 제공하는 프로파일 모음입니다.요컨대 역할
설계를 둘러싼 "규칙"은 다음과 같이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역할에는 서버 유형을 정의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프로필이 포함됩니다.1.
프로파일에는 논리적 기술 스택을 정의하기 위한 모듈이 포함되고 관리됩니다.2.
모듈 관리 리소스3.
모듈은 작성되는 구성 요소의 관리 작업만 담당해야 합니다.4.

포털에서 검색된 프로필과 역할을 가져오려면 "역할" 및 "프로필"이라는 특정 모듈에 있어야 합니다
.위치의 예:

역할 매니페스트 - $basemodulepath/role/manifests●

프로필 매니페스트 - $basemodulepath/profiles/manifests●

$basemodulepath - puppet 구성 파일에 지정된 모듈 위치 경로입니다.●

Example of roles (each role should be located in individual manifest):

class role {

  include profile::base

}

class role::www inherits role {

  # All WWW servers get tomcat

  include profile::tomcat

}

class role::www::dev inherits role::www {

  include profile::webserver::dev

  include profile::database

}

class role::www::live inherits role::www {

  include profile::webserver::live

}

class role::mailserver inherits role {

  include profile::mailserver

}

Example of profiles (each profiles should be located in individual manifest):

class profile::base {

  include networking

  include users

}

class profile::tomcat {

  class { "jdk": }

  class { "tomcat": }

}

class profile::webserver {

  # Configuration for all webservers

  class { "httpd": }

  class { "php": }

  class { "memcache": }

}

class profile::webserver::dev inherits profile::webserver {

  Class["php"] {

    loglevel   => "debug"



  }

}

class profile::webserver::live inherits profile::webserver {

  # Any live webserver specific stuff here

}

class profile::database {

  class { "mysql": }

}

class profile::mailserver {

  class { "exim": }

}

IAC:퍼핏 연결

플랫폼 요소의 퍼핏 유형을 선택합니다.1.
연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2.
연결 또는 IP 주소의 호스트 이름을 제공합니다.3.
이 연결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4.
Puppet 명령을 실행할 권한이 있는 SSH 로그인을 입력합니다.5.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또는 "Additional Options" 섹션에서 개인 키를 제공합니다.6.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합니다.7.
연결에 대한 암호를 제공하는 대신 pem(개인 키) 파일의 내용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부트스트
랩, 프록시 및 개인 키 파일에 대한 추가 옵션입니다.

8.

Puppet Enterprise 설치 프로그램 패키지를 다운로드할 기본 URL을 지정합니다.기본 위치는
PuppetLabs 저장소입니다.

9.

대체 모듈 경로 지정:기본적으로 검색은 puppet.conf에 정의된 대로 modulepath를 사용합니
다.검색을 GIT 작업 복사본과 같은 대체 경로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대체 경로를 정의할 때
$environment를 사용하여 경로에 환경을 동적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10.

계층 노드 분류 경로:새 노드는 계층 yaml 파일을 사용하여 분류되며, 기본적으로 모듈 경로
에 지정된 첫 번째 폴더에서 지정한 퍼핏 마스터 위치에 저장됩니다.이러한 파일을 모듈과 별
도로 대체 위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이전 경로를 정의할 때 $environment를 사용하여 경로
에 환경을 동적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이 위치는 Puppet 마스터 구성 디렉터리의
hiera.yaml 파일에 정의된 위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11.

운영 체제에 대한 부트스트랩/프록시 정보 선택:Linux:선택적으로, Linux 서버를 구성할 때 사
용할 프록시 서버의 주소를 지정합니다.프록시에 대한 우회 목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선
택적으로, 새 Linux 노드에서 구성 소프트웨어를 부트스트랩하기 위한 "잘 알려진" 사용자/암
호를 입력합니다.비밀번호가 루트의 순서로 *not*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됩니다.

12.

창:선택적으로, Windows 서버를 구성할 때 사용할 프록시 서버의 주소를 지정합니다.프록시
에 대한 우회 목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선택적으로, 새 Windows 노드에서 구성 소프트웨
어를 부트스트랩하기 위한 "잘 알려진" 사용자/암호를 입력합니다.지정하지 않으면 도메인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 증명이 사용됩니다.

13.

참고:부트스트랩 비밀번호는 일반 텍스트로 표시되며 안전하지 않습니다.초기 부트스트래핑 전용
입니다.구성 중에 변경해야 합니다.이 비밀번호는 IAC에서 게스트 비밀번호를 사용자 지정할 수 없
고 원래 템플릿의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 구성에 대해 사용 가능한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

Puppet 구성 요소 및 요구 사항●

Puppet Enterprise 빠른 시작 가이드●

Puppet Enterprise 문서●

http://puppetlabs.com/puppet/requirements?referring_site=bodynav
https://docs.puppetlabs.com/pe/latest/quick_start.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s://docs.puppetlabs.com/?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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