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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개
• 레드햇 (Red Hat, Inc.) 에서 개발하여 배포하는 공개 리눅스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 여기서 상용 Red Hat Satellite가 파생됨

주요기능
• 시스템 작업 원하는 일정에 예약 가능
• 패키지 업데이트, 설치, 관리 기능

대분류 • 시스템SW 소분류 • 자원관리

라이선스형태 • GPLv2
사전설치 솔루션 • 없음

버전 • 2.9  (2019년 7월 기준)

특징
• 서로 다른 환경의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스테이지의 업데이트 배포 관리 가능
• Spacewalk Proxy를 이용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 가능

개발회사/커뮤니티 • Red Hat, Inc.

공식 홈페이지 • https://spacewalkproject.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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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환경

• 하드웨어 제약이 거의 없음

• OS 플랫폼 종류에 따른 지원

- RPM 기반 리눅스 배포본 계열: Red Hat Enterprise Linux 6/7, Scientific Linux 6/7, 

CentOS 6/7, Fedora 27/28/29

• 요구사항

- 메모리공간: 최소 4GB 이상

- 디스크공간: 최소 100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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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및 실행

3.1 설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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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차



3. 설치 및 실행
3.1 설치 및 실행

• OS Version : CentOS Linux release 7.5.1810

Spacewalk Version : spacewalk-postgresql-2.9.1-1.el7.noarch

1. Spacewalk repo 패키지 설치

# rpm -Uvh https://copr-be.cloud.fedoraproject.org/results/%40spacewalkproject/spacewalk-

2.9/epel-7-x86_64/00912457-spacewalk-repo/spacewalk-repo-2.9-4.el7.noarch.rpm

2. EPEL 7 repo 패키지 설치

# rpm -Uvh https://dl.fedoraproject.org/pub/epel/epel-release-latest-7.noarch.rpm

3. repo 설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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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 repolist
Loaded plugins: fastestmirror
Loading mirror speeds from cached hostfile
* base: ftp.neowiz.com
* epel: mirror01.idc.hinet.net

repo id repo name status
!base/7/x86_64 CentOS-7 - Base 10,019
*!epel/x86_64 Extra Packages for Enterprise Linux 7 - x86_64 13,291
!group_spacewalkproject-java-packages Copr repo for java-packages owned by @spacewalkproject 211
!spacewalk/x86_64 Spacewalk 206
repolist: 26,377



3. 설치 및 실행
3.1 설치 및 실행

4. Spacewalk-PostgreSQL 설치

# yum -y install spacewalk-setup-postgresql

# yum -y install spacewalk-postgresql

5. Spacewalk-PostgreSQL 설치 확인

6. Firewalld 정지

# systemctl stop firewalld

# systemctl disable firewalld

7. Firewalld 정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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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m -qa | grep spacewalk-postgresql
spacewalk-postgresql-2.9.1-1.el7.noarch

# systemctl status firewalld
firewalld.service - firewalld - dynamic firewall daemon
Loaded: loaded (/usr/lib/systemd/system/firewalld.service; disabled; vendor preset: enabled)
Active: inactive (dead)

Docs: man:firewalld(1)



3. 설치 및 실행
3.1 설치 및 실행

8. Spacewalk Setup (1/2)

Spacewalk Master Configuration 생성 및 각 항목 별 설정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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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cewalk-setup
** Database: Setting up database connection for PostgreSQL backend.
** Database: Installing the database:
** Database: This is a long process that is logged in:
** Database: /var/log/rhn/install_db.log
*** Progress: #
** Database: Installation complete.
** Database: Populating database.
*** Progress: ##########################
* Configuring tomcat.
* Setting up users and groups.
** GPG: Initializing GPG and importing key.
** GPG: Creating /root/.gnupg directory
You must enter an email address.
Admin Email Address? admin@demo.com
* Performing initial configuration.
* Configuring apache SSL virtual host.
Should setup configure apache's default ssl server for you (saves original ssl.conf) [Y]? y
** /etc/httpd/conf.d/ssl.conf has been backed up to ssl.conf-swsave
* Configuring jabberd.
* Creating SSL certificates.
CA certificate password? [SSL Password]
Re-enter CA certificate password? [SSL Password]



3. 설치 및 실행
3.1 설치 및 실행

8. Spacewalk Setup (2/2)

Spacewalk Master Configuration 생성 및 각 항목 별 설정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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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me alias of the machine (comma seperated)? spacewalk.demo.com
Organization? DEMOCompany
Organization Unit [spacewalk.demo.com]? [Enter]
Email Address [admin@demo.com]? [Enter]
City? Seoul
State? Seoul
Country code (Examples: "US", "JP", "IN", or type "?" to see a list)? KR
** SSL: Generating CA certificate.
** SSL: Deploying CA certificate.
** SSL: Generating server certificate.
** SSL: Storing SSL certificates.
* Deploying configuration files.
* Update configuration in database.
* Setting up Cobbler..
Cobbler requires tftp and xinetd services be turned on for PXE provisioning functionality. Enable these services [Y]? n
* Restarting services.
Installation complete.
Visit https://spacewalk.demo.com to create the Spacewalk administrator account.
#



Spacewalk Web GUI 를 통해 Spacewalk 초기설정

https://spacewalk.demo.com 혹은 [Spacewalk 

Server IP]

[웹브라우저 확인]

9. Spacewalk 초기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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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및 실행
3.1 설치 및 실행



초기설정 후 Spacewalk Web GUI 를 통해 다음과

같은 Dashboard 확인

[웹브라우저 확인]

10. Spacewalk 설정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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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및 실행
3.1 설치 및 실행



4. 기능소개
세부목차

4.1 소프트웨어 채널 생성

4.2 리포지터리 추가

4.3 리포지터리 연결 및 동기화

4.4 활성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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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소개
4.1 소프트웨어 채널 생성(1/2)

채널 > 소프트웨어 채널 관리 > Creat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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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소개
4.1 소프트웨어 채널 생성(2/2)

소프트웨어 채널을 생성을 위해 항목별로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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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소개
4.2 리포지터리 추가(1/2)

채널 > 소프트웨어 채널 관리 > 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 > Create 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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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소개
4.2 리포지터리 추가(2/2)

소프트웨어 채널에서 사용할 리포지터리 생성

각 항목을 입력하고, 동기화 할 리포지터리 URL 을 입력 (국내 CentOS Mirror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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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소개
4.3 리포지터리 연결 및 동기화(2/6)

소프트웨어 채널에 사용할 리포지터리를 연결

채널 > 소프트웨어 채널 관리 > [생성한 채널] > 리포지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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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소개
4.3 리포지터리 연결 및 동기화(3/6)

외부에 있는 리포지터리를 Spacewalk 서버에 동기화

리포지터리 > 동기화 > 지금 동기화



4. 기능소개
4.3 리포지터리 연결 및 동기화(4/6)

외부에 있는 리포지터리를 Spacewalk 서버에 동기화



4. 기능소개
4.3 리포지터리 연결 및 동기화(5/6)

외부에 있는 리포지터리를 Spacewalk 서버에 동기화 합니다.

마지막 동기화 시간 > [동기화 시간] 선택



4. 기능소개
4.3 리포지터리 연결 및 동기화(6/6)

외부에 있는 리포지터리를 Spacewalk 서버에 동기화

마지막 동기화 시간 > [동기화 시간] 선택



4. 기능소개
4.4 활성키 생성(1/2)

Spacewalk Client 로 등록 하기 위한 MasterKey 를 생성합니다.

시스템 > 활성키 > Create Key



4. 기능소개
4.4 활성키 생성(2/2)

Spacewalk Client 로 등록 하기 위한 MasterKey 를 생성합니다.

시스템 > 활성키 > Create Key



5. 활용예제
세부목차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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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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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acewalk Client 연결(1/4)

Client 에서 Spacewalk 연결

# rhnreg_ks --serverUrl=http://spacewalk.demo.com/XMLRPC --activationkey=1-DemoCompanyKey

# rhnreg_ks --serverUrl=http://spacewalk.demo.com/XMLRPC --activationkey=1-DemoCompanyKey

# spacewalk-channel -l      // 사용 가능한 Channel List
centos-7-base

# yum repolist // 연결된 Repository 확인
Loaded plugins: fastestmirror, rhnplugin
This system is receiving updates from RHN Classic or Red Hat Satellite.
Loading mirror speeds from cached hostfile
repo id repo name status
centos-7-base centos-7-repo 9,911
repolist: 9,911



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 26 -

1. Spacewalk Client 연결(2/4)

Client Server 에서 연결이 완료가 되면 아래와 같이 WebUI 에서 등록된 서버 확인

시스템 > 개요



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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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acewalk Client 연결(3/4)

Client Server 에서 연결이 완료가 되면 아래와 같이 WebUI 에서 하드웨어 정보를 확인

시스템 > 시스템 >

자세한 정보 > 개요



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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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acewalk Client 연결(4/4)

Client Server 에서 연결이 완료가 되면 아래와 같이 WebUI 에서 하드웨어 정보를 확인

시스템 > 시스템 >

자세한 정보 > 하드웨어



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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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 명령 수행(1/2)

Spacewalk 를 통해 원격으로 임의의 명령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스케줄에 등록

오른쪽과 같이 # yum update 를

수행하는 스케줄을 등록



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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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 명령 수행(2/2)

Spacewalk 를 통해 원격으로 임의의 명령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스케줄에 등록

오른쪽과 같이 스케줄이 등록된

것을 확인



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 31 -

3. 업데이트 관리(1/2)

Spacewalk 는 스케줄에 의해 등록된 리포지터리를 동기화

동기화된 리포지터리의 정보를 기반으로

등록된 Client 와 비교하여 시스템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

오른쪽과 같이 등록된 리포지터리 정보

기반으로 시스템 업데이트 가능 여부를 체크



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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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데이트 관리(2/2)

업데이트가 가능한 패키지를 각각 확인



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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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 업데이트(1/4)

Spacewalk 를 통해 Client 의 패키지를 원격 업데이트

원격으로 Kernel 패치를 스케줄에 등록해서

자동으로 패치

소프트웨어 > 패키지 > 업그레이드 > 

[Kernel 패키지] > 패키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진행할 패키지 선택



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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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 업데이트(2/4)

선택한 Kernel 패키지를 확인

선택된 내용을 확인하고 스케줄에 등록



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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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 업데이트(3/4)

아래와 같이 패키지 업그레이드 스케줄이 등록된 것을 확인



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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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 업데이트(4/4)

선택한 Kernel 패키지를 확인

선택된 내용을 확인하고 스케줄에 등록



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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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재부팅 스케줄 등록(1/3)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재부팅 하거나,

임의의 시간에 시스템 재부팅을

원할 때, Spacewalk에 스케줄을

등록하여 시스템을 조작



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 38 -

5. 시스템 재부팅 스케줄 등록(2/3)

아래와 같이 시스템 재부팅 일정을 선택하고 스케줄에 등록



5. 활용예제
5.1 Spacewalk를 이용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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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재부팅 스케줄 등록(3/3)

해당 시스템이 스케줄에 시스템 재부팅 항목으로 등록

이후 해당 스케줄에 맞게 시스템

재부팅을 진행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완료된 작업] 에 기록



6. FAQ

Q Red Hat Satellite가 Spacewalk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이 둘 사이의 차
이점이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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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Satellite Spacewalk

주요이점 안정적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일찍 그리고 자주 릴리즈되는 최신 기
술 사용 가능

기능선택과통합주체 Red Hat Red Hat과 개발자 커뮤니티

개발모델 오픈소스 오픈소스

아키텍처 x86_64 & s390x x86_64

지원시스템 Red Hat Enterprise Linux Fedora, CentOS, SLE, Debian

Red Hat 지원옵션 제한없는 장애 지원을 포함한 24x7 

프리미엄 서비스 외 다양한 지원
없음 (커뮤니티의 지원)

컨텐츠수령 Red Hat Customer Portal을 통해 바로 수
령 가능

수작업으로 수령

테스트주체 Red Hat 커뮤니티

유지보수와업데이트 Red Hat Customer Portal에서 지원 커뮤니티가 주도

구업처 Red Hat 세일즈와 파트너사 무료 다운로드

가격 연단위 섭스크립션, 다수의 오퍼링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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