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스택 생태계에서의 오린이들의 
전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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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가 총 몇 마리 나오는 지 맞춰주세요

맞추시는 1분에게

특별 제작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 페이지부터!

나를 
찾아봐
굴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소개



이런 분들이 참여해주십니다 !

➡ 오픈소스에 직접 기여해 보고 싶으신 
분!

➡ 관심있던 오픈소스에 선뜻 도전하기 
어려워 하셨던 분!

➡ 다양한 오픈소스에 직접 기여하며 
본인의 SW커리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를 참여하면 
좋은점

컨트리뷰션 멘토 
내가 컨트리뷰션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

현업에서 활동하며 활발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활동을 병행하는 멋진 멘토님들과 만나 함께 
기여할 수 있습니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를 참여하면 좋은점

팀원들 간의 
네트워크
나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직군의 개발자와 
만나 소통하고 코딩하고!

나와 같은 팀 뿐만아닌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참가 
멘토·멘티를 만나 소통하고 나만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습니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를 참여하면 좋은점



Openstack 한국 커뮤니티의 
지난 2년동안 해온 과정



컨트리뷰션 활동

2016

2017

2018   Openstack 프로젝트 
참석

2019

2020   Openstack 프로젝트 
참석

2021   Openstack 프로젝트 
참석

2022   Openstack 프로젝트 
참석

경험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음

오픈스택을  처음하는 사람들도 기여를 할 수 
있는걸 하자!



Openstack
sdk

• python-openstackclient

• osc-lib

• openstacksdk

2021년 컨트리뷰션

처음 오픈스택을  하시는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프로젝트들보다는 난이도가 낮다는 점에서 선택하였습니다 .



storyboard에 올라오는 이슈

우리가 해결 할 수 있는 이슈를 찾아 
해결



버그 및 이슈 해결

사용하면서  발견한 Bug

storyboard에 올라온 이슈 
해결



하지만,,,,

1. 올라오는 이슈가 많지는 않음

2. 올라온 이슈 중 해결 가능한 이슈는 많지 
않음

3. 팀원들과의  네트워크 보단 해결이 우선

2022-02-03….



• nova-client

• neutron-client

• glance-client

• cinder-client

• 등등

2022년 컨트리뷰션

아직 구현이 안된 명령어들을 sdk에 구현 해보자!

Openstack
sdk



우리의 성과



- 정기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8시-10시

- 스프린트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18시

Discord를 통한 
의견 공유 및 비정기 모임



주차별 과제 진행

https://openstack.dooray.com/share/pages/56_ZQ8ePSW2MN8xeWaCkKw



컨트리뷰션 진행 과정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포넌트

+
입문자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컴포넌트

=
OpenstackClient



컨트리뷰션 진행 과정

아직 매핑 되지 않은 
명령어들

찾은 명령어 문서화



컨트리뷰션 진행 과정

python
openstackclient

openstack 
SDK

openstack 
API

(glance)

Sdk에
기능구현이 먼저!



팀별 작업 내용 정리 
및 문서화

https://openstack.dooray.com/share/pages/56_ZQ8ePSW2MN8xeWaCkKw



openstacksdk에 property 명령어 구현
허지현, 김소정, 김가은, 최혜민님

openstacksdk에 object 명령어 구현
박태현, 윤해이, 신재성, 이선재님



openstacksdk에 
Metadata Schema 조회 기능 추가

property팀 팀원분

구현되지 않은 command를 
찾던 중 발견하여 

가장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총 18번의 패치셋, 455개 라인 추가
20일간의 지속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명령어 매핑 전체 검수 후 
3개의 커맨드 매핑 추가

김소정님

자랑스러워!



활동 내용을 알리고, 
코드 리뷰 등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월간 sdk IRC 회의에 참여한 
모습 



PTG(Project Team Gathering)에 참여한 모습



문서 수정 (4건)
https://review.opendev.org/c/openstack/glance/+/857735 
https://review.opendev.org/c/openstack/python-openstackclient/+/857728 (Merged) 
https://review.opendev.org/c/openstack/openstacksdk/+/857700 (Merged) 
https://review.opendev.org/c/openstack/python-openstackclient/+/851678 (Merged) 

기능추가 (3건)
https://review.opendev.org/c/openstack/openstacksdk/+/857727 
https://review.opendev.org/c/openstack/openstacksdk/+/858350 
https://review.opendev.org/c/openstack/openstacksdk/+/857200 



오픈소스�기여�활동의�시작점인

Contributor�Guide�한글�번역�100%�달성



오픈스택에 기여하는 방법



오픈소스 기여를 위해 필요한 도구



Openstack 기여를 위해 필요한 도구

Gerrit



Openstack 기여를 위해 필요한 도구

Gerrit

코드 
리뷰 

CI(code test)

코드 저장소

코드 저장소 
미러링



Openstack 기여를 위해 필요한 도구

이슈 공유 커뮤니케이션



Github PR system

�� 💻Pull requestgit push branch

Code review

merge



Opendev Contribute system

�� 💻
Gerrit

merge

mirror

 CI(code test)git review

Code review



Gerrit
1. review.opendev.org login

Ubuntu one 계정으로 통합 로그인 가능



2. Gerrit Profile Setting

Profile setting에서 username과 ICLA agreement를 
세팅해주어야합니다.

Gerrit



3. SSH key setting

Gerrit

ssh-keygen�-t�rsa�-b�4096�-C�“gerrit�login�email”

vi�~/.ssh/config
Host�review.opendev.org�review
��Hostname�review.opendev.org
��Port�29418
��User�<your_gerrit_username>

��IdentityFile�~/.ssh/$SSH_Key_File_Name���

#�ex)�~/.ssh/id_rsa

Gerrit profile에 있는 email로 ssh key 생성 후 .ssh/config 파일에 다음의 정보를 넣어줍니다.

cat�~/.ssh/$SSH_Key_File_Name.pub

생성한 ssh key의 공개키를 복사한 후 
Gerrit Profile의 SSH Keys에 추가합니다. 



Git review
git�clone�https://opendev.org/openstack/openstacksdk

git�config�--global�--add�gitreview.username�"$Gerrit_Username"

gitreview의 username을 gerrit profile에 사용한 username으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git�review�-s

4. Git review



Git review sandbox

git�clone�https://opendev.org/opendev/sandbox.git

1. Sandbox 프로젝트 clone

git�config�--local�--add�gitreview.username�"$Gerrit_Username"�����#�"jhhuh"

2. 계정 설정

3. 코드 수정



Git review

https://storyboard.openstack.org/#!/project/opendev/sandbox 로그인 후 New Story 등록

4. Story 등록

https://storyboard.openstack.org/#!/project/opendev/sandbox


Git review
4. Story 등록 https://storyboard.openstack.org/#!/story/2010388 Story ID

Task ID



Git review
5. Git commit

git�add�test-jhhuh.py

git�commit

- Commit message 작성 규칙 : 
한 줄이 79자를 넘으면 안된다.

- title과 본문을 적고 가장 밑에 storyID와 
taskID를 적습니다.



Git review
5. Git review

git�review

→ 성공적으로 push가 된 
모습



Git review



Git review
6. Git commit amend

git�pull

git�commit�--amend

git�review

- 리뷰 받은 후 코드 수정이 필요할 때

- commit message를 쌓는 것이 아니라 
commit amend를 통해 커밋 메세지만 
수정하고 gerrit에 바뀐 패치셋을 올립니다.



Git review



Opendev review system



Opendev review system

● +1, -1, 0 : 누구든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1 : core reviewer가 아니더라도  더 수정이 필요해보일때 , 개선이 필요할때
 0 : 괜찮은 정도. 일반적인 평문으로 코멘트를 달고 싶을 때, 토론을 하고 
싶을때
+1 : lgtm, 이것도 누구나 줄 수 있다.

●  +2, -2 : 코어 리뷰어가 줄 수 있다.
 -2 : do not merge.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패치일 경우 -2를 주는 경우도 있다. 

core reviewer도 받을 수 있다. 
머지할 수 없는 코드인 경우 zuul이 주는 경우도 있다.

 + : core reviewer 입장에서 지금 merge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반드시 두 명 이상의 core reviewer가 +2를 줘야 머지가 될 수 있다.



●  Workflow 점수
 : core reviewer 두명이 +2를 준다고 바로 머지가 되지 않고 
workflow +1점을 받아야 비로소 머지가 된다.
 : 코드 리뷰를 받은 후 CI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 Verified 점수. Zuul이 부여한다.
: unit test code 통과가 되면 받는 점수.
: CI 통과가 안되었을때  받는 점수.

Opendev review system



How to communicate



How to communicate

 irc://irc.oftc.net:6667

https://meetings.opendev.org/#meetings



How to communicate

 irc://irc.oftc.net:6667



How to communicate
Irc log Archive Etherpad에 회의 기록



참여 후기



대학교 4학년 이선재

취업 준비를 하다보니 모자람을 많이 느낌..



취업의 문턱에서 우울한 우물안 개구리 이선재



오픈소스와의 첫 만남

선배 개발자와 함께 1박 2일간 해커톤 형식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함께 
‘컨트리뷰톤' 하며

참여⬝오픈⬝공유⬝협업하는 오픈소스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협업�개발문화,�시작의�두려움�등�다양한�이유로�오픈소스�진입장벽이�높게만�느껴지는�
개발자들을�위한�'오픈소스�컨트리뷰톤'�멘토링�행사

2022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오픈스택팀  
참여



오픈소스 
태풍이다..!

기여를 향한 고난과 역경의 
시작



GlanceCinder Keystone Neutron Nova Swift



Openstack Client

[ SDK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포넌트고 ,

입문자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컴포넌트래 !



학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구조학습 및 파이참(디버깅) 사용
정말 어려웠어,,



정말 위풍당당해,,

 위풍당당 멘토단의 노력에 감사 


조성수 
멘토님

임윤수 
멘토님



<a href='https://.pngtree.com/so/만화'>만화 png에서 .pngtree.com/</a>

정말 하고싶어 
기여,,!



Test Case 필요성

1. 내 외부적으로 불확실 성이 높은 경우

2. 개발 중 내가 아닌 누군가가 조건이 바뀔 수 있는 
경우

3. 개발 완료 후 유지 보수 대상이 불확실한 경우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오픈소스의 특성에 부합

디자인

코드 개발

테스트

리펙토링



Test Case 사용하기

<Test Case>

내가 작성하고 수정한 Function에 대하여 
의도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사용

Test Case는 PyTest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각각의 
Test Case를 Unit Test라 칭함

실제 Nova에 호출을 보내지 않고 Mock-up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

<과정>
1. PyTest에서 먼저 Setup을 실행하여 Mock-up 

데이터를 리스트 형식으로 제작

2. 리스트화 된 Mock-up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실제 Mock-up데이터와  기대값비교 )

예시<class: TestServerList>

그림1

그림2



아직 매핑 되지 않은 명령어들

<Glance CLI>

다양한�Hypervisor에서�사용할�수�있는�가상머신�이미지를�
관리하고,�가상머신에�설치된�운영체제를�보관�및�관리하는�Cli.�

<특징>

1. Glance�사용자들은�glance-api를�통해�이미지�등록,�삭제..등�관리할�수�있다.

2. Api는�glance-registry와�glance�database에서�이미지�관리가�진행된다.

3. 이미지�등록은�glance-registry를�통해�glance-database에�저장된다.

4. 등록된�이미지를�사용할�때는�glance-database에�바로�사용�요청을�한다.



Glance 분석

Glance의 api 동작 방식과 기존 명령어의 사용법을 학습



코드작업

API 문서 확인
집가기

매일 같은 쳇바퀴
 
API문서 확인 ➡ 코드 작업 ➡ 성과없이 
집가기

정말 힘들었어,,



Object팀 CRUD 구현 완료!

얏호우!

박태현, 이선재, 신재성, 윤해이 
최고🎉 Merge를 앞두고 있는 상태



황무지와 꽃..

대학생분들께 나누고싶은 말

야 너두 할 수 있어

오픈소스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있다 .

오픈소스 기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픈소스 기여를 도와줄 사람들은 정말 많다.

“ 아들아 황무지에도 꽃은 핀단다,,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하고싶은 말

 관심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한 도움받기

실제 학생의 질문에 열정적으로 답변을 달아주시는 
모습

🌐커뮤니티  주소 🌐
https://ko-kr.facebook.com/groups/openstack.kr/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