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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Toolkit for Eclipse 툴킷은 2023년 5월 31일에 수명이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AWS Toolkit for 
Eclipse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제공되는 README.md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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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무엇입니까?AWSToolkit for 
Eclipse?

이AWSToolkit for Eclipse는 Eclipse 통합 개발 환경 (IDE) 용 오픈 소스 플러그인으로, 개발자가 Amazon 
Web Services Services를 사용하여 Java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개발, 디버깅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 같은 추가 기능으로 Eclipse IDE가 향상되었습니다.

• 이AWS SDK for Java를 생성할 때 가 포함되어 Maven을 통해 관리됩니다.AWSToolkit for Eclipse를 사용
하여 프로젝트

• AWSExplorer는 Amazon Web Services Services에 대한 인터페이스인AWSEclipse 환경 내의 리소스입니
다.

• AWS Lambda Java 프로젝트 및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SAM) 프로젝트 블루프린트 생성, 배포 및 
디버깅

• 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 복제
• AWS CodeStar와의 통합
• Elastic Beanstalk 배포 및 디버깅
•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편집기
• 여러 개에 대한 SupportAWS계정

Important

Toolkit for Eclipse는 없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AWS생성 또는 사용에 대한 요금AWS 청구 가능 
리소스(예: Amazon EC2 실행)
인스턴스 또는 Amazon S3 스토리지 사용 이AWS요금 계산기사용에 대한 요금 추정AWS
있습니다.

추가 설명서 및 리소스
본 가이드 외에 Toolkit for Eclipse 사용자에 대해 사용 가능한 여러 개의 다른 리소스가 있습니다.

• AWSSDK for Java 개발자 가이드
• AWSSDK for Java API Reference
• Java 개발자 블로그
• Java 개발자 포럼
• GitHub:

• 설명서 리소스
• 설명서 문제
• 도구 키트 소스
• 도구 키트 문제

• @awsforjava(Twitter)
• 도구 키트 라이선스
• 도구 키트 FAQ
• 시작하기AWSSDK for Java
• 사용AWSElastic BeanstalkAWSToolkit for Eclipse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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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eneral/latest/gr/glos-chap.html#chargeable-resources
https://docs.aws.amazon.com/general/latest/gr/glos-chap.html#chargeable-resources
https://calculator.aws/#/
https://docs.aws.amazon.com/sdk-for-java/v1/developer-guide/welcome.html
https://docs.aws.amazon.com/AWSJavaSDK/latest/javadoc/
http://aws.amazon.com/blogs/developer/category/java
http://forums.aws.amazon.com/forum.jspa?forumID=70
https://github.com/awsdocs/aws-toolkit-eclipse-user-guide
https://github.com/awsdocs/aws-toolkit-eclipse-user-guide/issues
https://github.com/aws/aws-toolkit-eclipse
https://github.com/aws/aws-toolkit-eclipse/issues
https://twitter.com/awsforjava
http://aws.amazon.com/apache-2-0/
http://aws.amazon.com/eclipse/faqs/
https://docs.aws.amazon.com/sdk-for-java/v1/developer-guide/getting-started.html
https://d1un85p0f2qstc.cloudfront.net/eclipse/elasticbeanstal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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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Toolkit for Eclipse: Amazon EC2 관리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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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이 단원에서는 Eclipse용 툴킷을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Eclipse용 툴킷을 시작하
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제
• Toolkit 설정 (p. 3)
• AWS자격 증명 설정 (p. 4)
• Amazon EC2 키 페어와 프라이빗 키 연결 (p. 7)

Toolkit 설정
이 단원에서는 Toolkit for Eclipse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전 조건
Toolkit for Eclipse에는 다음 사전 조건이 있습니다.

• Amazon Web Services 계정— 를 확인하려면AWS계정, 로 이동AWS홈 페이지를 클릭하고지금 가입. 가
입하면 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AWS.

• 지원되는 운영 체제— Eclipse용 Toolkit for Eclipse는 Windows, Linux, macOS 또는 Unix에서 지원됩니다.
• Java 1.8
• 자바 개발자를 위한 이클립스 IDE 4.2 이상— Toolkit for Eclipse 툴킷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려고 시도합

니다.Eclipse 다운로드 페이지.

Note

Eclipse는 다양한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엔터프라이즈 자바 개발자
를 위한 이클립스 IDE를 포함하는이클립스 웹 툴 플랫폼Elastic Beanstalk,이클립스 데이터 툴 플
랫폼Amazon SimpleDB 기능에 필요하며Eclipse EGit, 그리고M2이클립스. 다른 버전의 Eclipse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지(또는 제공된 링크를 사용하여 설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Toolkit for Eclipse 설치
를 설치하려면AWSToolkit for Eclipse

1. Eclipse 내에서 도움말을 클릭한 후 Install New Software(새 소프트웨어 설치)를 클릭합니다.
2. 에서작업상자, 유형https://aws.amazon.com/eclipse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Enter.
3. Toolkit for Eclipse를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을 클릭하여 모든 구성 요소를 한 번에 설치합니다.

Note

• AWSToolkit for Eclipse(에서AWS핵심 관리 도구섹션)필수다른 모든 구성 요소는 선택 사항
입니다.

• 아마존 RDS 또는 Amazon SimpleDB 관리자를 지원하려면이클립스 데이터 툴 플랫폼(DTP) 
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DTP는 기본적으로 Eclipse의 "Java EE Developers" 버전과 함께 설
치되거나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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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ws.amazon.com/
https://eclipse.org/downloads/
https://projects.eclipse.org/projects/webtools
http://www.eclipse.org/datatools/
http://www.eclipse.org/datatools/
http://www.eclipse.org/egit/
http://www.eclipse.org/m2e/
https://eclipse.org/datatools/download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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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했으면 다음(또는 완료)를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Toolkit for Eclipse를 설정했으면구성AWS자격 증명 (p. 4).

Note

선택한 옵션 및 요인(네트워크 속도, 서버 지연 시간, 시스템 성능 등)에 따라 설치가 완료되는 데 최
대 3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Toolkit for Eclipse 업그레이드
Toolkit for Eclipse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시 설치하려면Toolkit 설치 (p. 3).

일부 Eclipse 버전(특히 Mars 및 Neon)은 Oomph 플러그인의 이전 버전 버그로 인해 최신 아티팩트를 가져
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https://aws.amazon.com/eclipse/site.xmlToolkit for Eclipse 
업데이트

2. ~/.eclipse/org.eclipse.oomph.p2/cache/ 디렉터리를 삭제하여 캐시된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3. 최신 버전의 Oomph(Eclipse 설치 프로그램)를 설치합니다.

AWS자격 증명 설정
Toolkit for Eclipse 사용하여 Amazon Web Services Services에 액세스하려면AWS 계정 자격 증명으로 
Toolkit for Eclipse 구성해야 합니다.

AWS 액세스 키 받기
액세스 키는 액세스 키 ID 및 비밀 액세스 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 AWS에 보내는 프로그래밍 
방식의 요청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키가 없는 경우 에서 액세스 키를 생성할 수AWS Management 
Console 있습니다 AWS 루트 계정 액세스 키 대신에 IAM 액세스 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AM으로 
AWS 서비스와 AWS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Note

액세스 키를 생성하려면 필요한 IAM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사용자에게 암호 정책 및 자격 증명 관리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계정 액세스 키 ID와 보안 액세스 키를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
다.
1. IAM 콘솔(IAM console)을 엽니다.
2. 탐색 메뉴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3. IAM 사용자 이름(확인란이 아님)을 선택합니다.
4. Security credentials(보안 자격 증명) 탭을 연 다음 Create access key(액세스 키 생성)를 선택합니다.
5. 새 액세스 키를 보려면 [Show]를 선택합니다. 자격 증명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 액세스 키 ID: AKIAIOSFODNN7EXAMPLE
• 보안 액세스 키: wJalrXUtnFEMI/K7MDENG/bPxRfiCYEXAMPLEKEY

6. 키 페어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Download .csv file]을 선택합니다.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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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ojects.eclipse.org/projects/tools.oomph
https://wiki.eclipse.org/Eclipse_Installer
https://docs.aws.amazon.com/awsconsolehelpdocs/latest/gsg/getting-started.html
https://docs.aws.amazon.com/awsconsolehelpdocs/latest/gsg/getting-started.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credentials_delegate-permissions.html
https://console.aws.amazon.com/iam/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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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위치에 저장합니다.

Important

AWS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키를 기밀로 유지하도록 하고, 결코 이메일로 전송해서는 안 됩니
다. AWS 또는 Amazon.com의 이름으로 문의가 온다 할지라도 조직 외부로 키를 공유하지 마세요.
Amazon을 합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보안 키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주제
• IAM 사용 설명서의 IAM이란 무엇입니까?.
• AWS의 AWS 일반 참조보안 자격 증명

Toolkit for EclipseAWS 액세스 키 추가
Toolkit for Eclipse 툴킷은AWS CLI 및AWS Java SDK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AWS 액
세스 키를 찾고 사용합니다. Eclipse IDE에 입력한 액세스 키는 홈.aws 디렉터리의 하위 디렉터리에 있는 공
유AWS 자격 증명 파일 (호출credentials) 에 저장됩니다.

Note

자격 증명 파일의 위치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의 위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자격 
증명 파일 위치 변경을 (p. 6) 참조하십시오.

AWSCLI를 사용하여AWS 자격 증명을 이미 설정한 경우 Toolkit for Eclipse 툴킷이 해당 자격 증명을 자동으
로 검색하고 사용합니다. AWSCLI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I명령 참조에서

AWSToolkit for Eclipse 액세스 키를 추가하려면

1. Eclipse의 환경 설정 대화 상자를 열고 사이드바에서 AWS툴킷을 클릭합니다.
2. 액세스 키 ID 상자에AWS 액세스 키 ID를 입력하거나 붙여넣습니다.
3. 보안 액세스 키 상자에AWS 보안 액세스 키를 입력하거나 붙여넣습니다.
4. 적용 또는 확인을 클릭하여 액세스 키 정보를 저장합니다.

다음은 구성된 기본 자격 증명 집합의 예입니다.

5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ntroduction.html
https://docs.aws.amazon.com/general/latest/gr/aws-security-credentia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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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kit for Eclipse용 툴킷에서 여러AWS 계정 사용
기본 설정 대화 상자에서는 둘 이상의AWS 계정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 및 관
리자에게 개발 및 릴리스/게시에 대한 별도의 리소스를 제공하는 데 여러 계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AWS 자격 증명 세트는 AWSToolkit for Eclipse에AWS 액세스 키 추가에 (p. 5) 설명된 공유AWS 
자격 증명 파일 내에 프로필로 저장됩니다. 구성된 모든 프로파일은AWS 툴킷 기본 설정 글로벌 구성 화면 
상단에 있는 기본 프로파일이라는 레이블이 붙은 드롭다운 상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액세스 키 집합을 추가하려면,

1. Eclipse의 기본 설정 대화 상자의AWS 툴킷 기본 설정 화면에서 프로필 추가를 클릭합니다.
2. Profile Details(프로파일 세부 정보) 섹션에 새 계정 정보를 추가합니다.

프로파일 이름으로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선택하고 액세스 키 ID 및 보안 액세스 키 상자에 액세스 키 정
보를 입력합니다.

3. 적용 또는 확인을 클릭하여 액세스 키 정보를 저장합니다.

필요한 만큼의AWS 계정 정보 집합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AWS계정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기본 프로필 드롭다운에서 계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본 계정을 선택합
니다. AWS Explorer에는 기본 계정과 관련된 리소스가 표시되며, Toolkit for Eclipse를 통해 새 애플리케이션
을 만들면 애플리케이션은 구성된 기본 계정의 자격 증명을 사용합니다.

Note

AWS리소스를 구분하는 다른 방법은 이름 지정을 통한AWS 리소스 차별화를 (p. 15) 참조하십시
오.

AWS자격 증명 파일 위치 변경
Toolkit for Eclipse 기본 설정 화면을 사용하여 툴킷에서 자격 증명을 저장하고 로드하는 데 사용하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WS자격 증명 파일 위치를 설정하려면
• AWS툴킷 기본 설정 대화 상자에서 자격 증명 파일 위치 섹션을 찾아AWS 자격 증명을 저장하려는 파일의 

경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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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네트워크 공유 디렉터리나 source-control-managed 프로젝트 내에는AWS 자격 증명 정보를 저장하
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AWS 액세스 키를 엄격하게 관리하세요!

Amazon EC2 키 페어와 프라이빗 키 연결
Toolkit for Eclipse Amazon EC2 키 페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AWS. 그러나 Eclipse를 위한 Toolkit 과 함께 사
용하기 위해 프라이빗 키를 연결해야 합니다.

Amazon EC2 키 페어를 보려면AWSToolkit for Eclipse 및 프라이빗 키와 해당 키 연결

1. Eclipse를 엽니다.환경설정대화 상자를 클릭하고 옆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합니다.AWS툴킷사이드바에서 
Eclipse 설정용 툴킷의 추가 범주를 표시합니다.

2. 키 페어를 선택합니다.

Eclipse에는 키 페어의 스크롤 가능 목록이 표시됩니다. 키 페어 옆에 빨간색 X가 있으면 키 페어를 사용하
기 위해 프라이빗 키를 해당 키 페어와 연결해야 합니다.

3. 키 페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프라이빗 키 파일 선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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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라이빗 키 파일로 이동하고 해당 파일을 선택하여 키 페어와 해당 파일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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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빌드하려면AWSJava 애플리케이션

Toolkit for Eclipse
이 단원에서는 Toolkit for Eclipse 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
다.

주제
• 을 빌드하려면AWSJava 애플리케이션 (p. 9)
• 서버리스 프로젝트 (p. 11)
• 차별화AWS이름 지정이 포함된 리소스 (p. 15)

을 빌드하려면AWSJava 애플리케이션
이 단원에서는 Eclipse용 Toolkit for Eclipse를 사용하여 액세스하는 로컬 Java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실
행합니다.AWS있습니다.

Toolkit for Eclipse에는 SDK for Java 및 여러 Java 샘플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oolkit for 
Eclipse를 사용하면 이러한 샘플을 손쉽게 빌드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Toolkit for Eclipse 툴킷
이 빌드 및 실행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AWSJava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겠습니
다.AmazonSimpleQueueService샘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AWSToolkit for Eclipse와 함께 제공되는 
Explorer를 사용하여 실행 중인 Amazon SQS 대기열을 볼 수 있습니다.

Note

SDK for Java 샘플은samplesSDK 다운로드의 디렉터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GitHub. SDK for Java 
자세한 정보는AWSSDK for Java Java개발자 안내서.

Amazon Simple Queue 서비스 샘플 빌드 및 실행
Amazon Simple Queue Service 샘플을 빌드하고 실행하려면

1. 를 클릭합니다.AWS아이콘을 클릭한 후 Eclipse 도구 모음의 [] 를 클릭합니다.NewAWS자바 프로젝트.
2.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프로젝트 이름 상자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Amazon Simple Queue Service 샘

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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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imple Queue 서비스 샘플 빌드 및 실행

3. 완료를 클릭합니다.
4.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Project Explorer에 나타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트리 보기를 확장합니다.
5. src 노드 아래에서 SimpleQueueService.java 소스 파일을 두 번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편집기 창에

서 엽니다. 다음 열을 찾습니다.

System.out.println("Receiving messages from MyQueue.\n");

6. 편집기 창의 왼쪽 여백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Toggle Breakpoint(브레이크포인트 토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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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젝트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프로젝트 탐색기—이 예제에서는 이름이 지정된 노
드입니다.myJavaSqsApp—click디버깅 >Java 애플리케이션.

8. Java Application 선택 대화 상자에서 SQS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9. 애플리케이션이 중단점에서 중지하면 Eclipse에서는 디버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다시 시

도하려면아니요디버그 관점에 포함되지 않음AWSExplorer).
10.이동AWS탐색기를 확장하려면Amazon SQS노드.
11.MyQueue를 두 번 클릭하여 Java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된 대기열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12.F8을 누릅니다. Java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실행되고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13.보기 새로 고침AWS탐색기. MyQueue 대기열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기 전

에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대기열을 삭제합니다.

Note

이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반복해서 실행하면 후속 실행 간 최소 60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Amazon 
SQS에서는 대기열 삭제 후 동일한 이름의 대기열을 생성하기 전에 대기열 삭제 후 최소한 60초가 
경과되어야 합니다.

서버리스 프로젝트
Toolkit for Eclipse 에는 프로젝트 생성 마법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마법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를 빠르게 구성하고 만든 다음 에 배포하는 서버리스 프로젝트를 빠르게 구성하고 만든 다음AWS 
CloudFormationRESTful 웹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Lambda 함수를 실행합니다.

서버리스 프로젝트 생성
서버리스 프로젝트를 생성하려면

1. 를 선택합니다.AWS아이콘을 클릭하고 도구 모음에서 [] 를 선택합니다.NewAWS서버리스 프로젝
트...나타나는 메뉴에서 를 선택합니다.

2.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3. 프로젝트에 대한 Package namespace(패키지 네임스페이스)를 입력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에 대해 생성

된 소스 네임스페이스의 접두사로 사용됩니다.
4. 블루프린트 선택 또는 Select a serverless template file(서버리스 템플릿 파일 선택)을 선택합니다.

블루프린트 선택

서버리스 프로젝트에 사용할 사전 정의된 프로젝트 블루프린트 (p. 12)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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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리스 템플릿 파일 선택

서버리스 프로젝트를 완전하게 사용자 지정하려면 파일 시스템에서 JSON 형식의 SAM(Serverless 
Application Model) .template 파일을 선택합니다.

Note

.template 파일 구조 및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GitHub에서 현재 사양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5. 완료 버튼을 눌러 새 서버리스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The serverless project wizard

서버리스 프로젝트 블루프린트
다음과 같은 서버리스 프로젝트 블루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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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이 블루프린트는 문서 콘텐츠를 저장하기 위한 S3 버킷과 문서 메타데이터를 위한 DynamoDB 테이블
을 만듭니다. 검색을위한 Lambda 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etArticle) 및 저장 (PutArticle) 기
사: API Gateway 이벤트에 의해 트리거됩니다.

hello-world

단일 문자열을 가져오는 Lambda 함수를 생성하는 간단한 블루프린트입니다. 출력은 Hello, value
입니다. 여기에서 value는 전달된 문자열이며, 함수에 아무 문자열도 전달되지 않으면 World가 표시됩
니다.

서버리스 프로젝트 구조
서버리스 프로젝트 마법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된 새로운 Eclipse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 src 디렉터리에는 두 개의 하위 디렉터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은 선택한 Package namespace(패키지 
네임스페이스)로 시작해야 합니다.
mynamespace.function

서버리스 템플릿으로 정의된 Lambda 함수에 대한 클래스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ynamespace.model

일반 포함ServerlessInput과ServerlessOutputLambda 함수에 대한 입력 및 출력 모델을 정의
하는 클래스입니다.

Note

모델 클래스에 사용되는 입력 및 출력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프록시 리소스를 위한 프록
시 통합 구성의 페이지API Gateway 개발자 가이드.

• 이serverless.template파일은 다음을 정의합니다.AWS리소스 및 Lambda 함수 (“AWS:: 
Serverless:Function” 유형의 리소스).

서버리스 프로젝트 배포
서버리스 프로젝트를 배포하려면

1. Eclipse의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컨텍스트 메뉴를 엽니다(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길게 누름).

2. 컨텍스트 메뉴에서 Amazon Web Services ‣ 서버리스 프로젝트 배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음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서버리스 배포AWSCloudFormation대화.

3. 를 선택합니다.AWS리전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포되는 AWS CloudFormation 스택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4. SelectS3 Bucket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 코드를 저장하거나생성버튼을 눌러 코드를 저장할 새 S3 버
킷을 생성합니다.

5. AWS CloudFormation 스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6. 를 누릅니다.Finish버튼을 눌러 Lambda 함수를 Amazon S3 업로드하고 프로젝트 템플릿을 다음AWS 

Cloud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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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The serverless project deployment dialog

프로젝트가 배포되면 AWS CloudFormation 스택 세부 정보 창이 나타나 배포 및 현재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상태를 CREATE_IN_PROGRESS로 표시합니다. 상태가 CREATE_COMPLETE인 경우 배
포가 활성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이 창으로 돌아가려면AWS탐색기를 선택합니다.AWSCloudFormation노드를 선택한 다음 의 이름
을 선택합니다.AWS CloudFormation지정한 스택입니다.

Note

배포 중 오류가 발생하면 스택이 롤백될 수 있습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문제 해결의AWS 
CloudFormation사용 설명서스택 배포 오류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항목
• AWS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 (GitHub)
• 이AWSCloudFormation 템플릿 편집기 (p. 37)
• 에서 Lambda 사용AWSToolkit for Eclipse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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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AWS이름 지정이 포함된 리소스
새 제품 또는 기능을 개발하는 동안 유지하는 것이 유용합니다.AWS프로덕션에 사용되는 리소스와 별도
로 사용되는 리소스입니다. 이 분리를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접근법은설정AWS자격 증명 (p. 4)즉, 개발 및 
프로덕션 리소스에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사용할 때 특히 잘 작동합니다.AWS탐색
기,AWS탐색기는 계정 자격 증명을 기반으로 리소스를 표시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개발 리소스와 프로덕션 
리소스를 구분하기 위해 이름 지정 규칙을 사용하고 이름 지정 규칙에 대한 지원이 코드에서 구현되는 대체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당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AWS리소스 이름에 지정된 문자열 값을 추가하여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 또는 Amazon SimpleDB 도메인과 같은 리소스입니다. 예를 
들어, Amazon SimpleDB 도메인에 대한 이름을 “customers”로 지정하는 대신 개발 사용에는 “customers-
dev”로, 프로덕션 사용에는 “customer-prod”로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프로덕션으로 개발 코드를 이동해
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번의 전역 검색 및 교체 작업을 통해 모든 문자열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번거롭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이름 지정 규칙
에 대한 지원을 코드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StageUtils 클래스는 다음 메서드를 표시합니다.

15



AWS Toolkit for Eclipse 사용 설명서
차별화AWS이름 지정이 포함된 리소스

public static String getResourceSuffixForCurrentStage()

getResourceSuffixForCurrentStage 메서드는 리소스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에서 "dev", 
"beta" 또는 "prod"와 같이 "stage"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그런 다음 이 문자열을 코드에 사용된 
리소스 식별자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getResourceSuffixForCurrentStage를 사용하여 리소스 이름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etTopicName 메서드는 Amazon SNS 주제에 대한 고유한 이름을 반환
합니다. getResourceSuffixForCurrentStage에서의 반환 값을 이 이름에 포함하는 방법에 유의하십
시오.

private String getTopicName (Entry entry) { 
    return "entry" + StageUtils.getResourceSuffixForCurrentStage() + "-" + entry.getId();
}

getResourceSuffixForCurrentStage에 의해 반환된 값은 Java 시스템 속성인 "application.stage"에서 
검색됩니다. Elastic Beanstalk에 대한 컨테이너 구성에서 시스템 속성을 설정하여 이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Note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을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려면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구성을 변경하고 저장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새로운 구성으로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다음에 대한 컨테이너/JVM 옵션 패널에 액세스하려면AWS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

1. InAWS탐색기을 (를) 확장합니다AWSElastic Beanstalk노드 및 애플리케이션 노드
2. 애플리케이션 노드 아래에서 Elastic Beanstalk 환경을 두 번 클릭합니다.
3. 개요 창의 하단에서 구성 탭을 클릭합니다.
4. 컨테이너 영역에서 컨테이너 옵션을 구성합니다.
5. Additional Tomcat JVM command line options(추가 Tomcat JVM 명령줄 옵션) 상자에서 -D 명령줄 옵션

을 추가하여 application.stage 시스템 속성에 대한 값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구문을 사용하여 문
자열 값이 "-beta"가 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Dapplication.stage=beta

getResourceSuffixForCurrentStage는 지정하는 문자열 값이 무엇이든 그 앞에 하이픈 문자를 자
동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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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 속성 값을 추가한 후 파일 메뉴를 클릭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clipse가 새 구성을 저장하고, 애
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벤트새 구성이 환경에 성공적으로 배
포되었음을 나타내는 이벤트의 경우 Eclipse 편집기 맨 아래에 있는 탭입니다.

7. 응용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된 후Amazon SimpleDB노드AWS탐색기. 이제 지정한 문자열 값을 사용하는 
새로운 도메인 집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Note

컨테이너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에서 Java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배포
AWSElastic Beanstalk의AWS Elastic Beanstalk개발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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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서비스 작업
AWSExplorer는 여러 Amazon Web Services Services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보기를 제공합니다. 이 단원
에서는 액세스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AWS이클립스의 탐색기 보기.

이미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설치 (p. 3)Toolkit for Eclipse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있습니다.

주제
• 에 액세스하는 방법AWS탐색기 (p. 18)
• Toolkit for Eclipse에서 Lambda 사용 (p. 20)
• 이AWS CloudFormation템플릿 편집기 (p. 37)
• DynamoDB 사용AWS탐색기 (p. 45)
• Amazon EC2 인스턴스 실행 (p. 49)
• 보안 그룹 관리AWS탐색기 (p. 53)
• Amazon SNS 알림 보기 및 추가 (p. 56)
•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mazon RDS) 연결 (p. 58)
•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p. 60)
• 다음을 사용하여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디버깅AWSSAM LO (p. 75)

에 액세스하는 방법AWS탐색기
를 표시하는 방법AWS탐색기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AWS아이콘을 클릭하고 를 선택합니다.표시AWS탐색
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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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Icon Menu

Note

만약AWS아이콘이 도구 모음에서 표시되지 않습니다.Window메뉴를 클릭한 다음열린 관점 | 기타. 
다시 시도하려면AWS관리Eclipse 시점 목록에서.

에서 각 노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AWS리소스를 볼 수 있는 탐색기AWS계정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왼
쪽에서 흰색 삼각형을 클릭하면Amazon EC2노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관련된 Amazon EC2 리소스를 확장하
고 표시합니다.AWS계정. Toolkit for Eclipse 는AWS에서 구성한 계정설정AWS자격 증명 (p. 4)표시할 리소
스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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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2 대한 서브노드를 선택하면 Eclipse는 해당 리소스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는 보기를 엽니다. 예
를 들어 두 번 클릭Instances는 퍼블릭 DNS 이름, 가용 영역 및 시작 시간 등 각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
한 정보가 나열된 보기를 엽니다.

Toolkit for Eclipse에서 Lambda 사용
Toolkit for Eclipse 툴킷은 다음과 같은 코드 작성을 지원합니다.AWSLambda. Lambda는 사용자 지정 코드
로 생성된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또는 다양한 코드로 코드를 실행하는 완벽하게 관리되는 컴퓨팅 서비스입
니다.AWSAmazon S3, DynamoDB, Kinesis, Amazon SNS 및 Amazon Cognito 같은 서비스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Toolkit for Eclipse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를 생성, 배포 및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
로 설명합니다.

주제
• 튜토리얼:AWS Lambda 함수 생성, 업로드 및 호출 방법 (p. 21)
• AWS Lambda참조 인터페이스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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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AWS Lambda 함수 생성, 업로드 및 호출 방
법
이 자습서에서는 일반적인AWS Lambda 워크플로우의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Toolkit for Eclipse 툴킷과 함께 
Lambda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을 제공합니다.

Important

이 자습서에서는 사용자가AWS 계정을 가지고 있고 AWSToolkit for Eclipse 이미 설치했으며 (p. 3)
Lambda의 기본 개념과 기능을 이해한다고 가정합니다. Lambda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Lambda 홈 
페이지 및 AWSLambda 개발자 안내서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AWS Lambda 프로젝트 만들기
Lambda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먼저 코드를 핸들러 클래스의 메서드로 구현해야 합니다. Toolkit for Eclipse 
툴킷은 새 핸들러 클래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새 프로젝트 마법사를 제공합니다. Lambda 프로젝트는 
POM.xml 파일을 사용하여 패키지 종속성을 관리하는 Maven 프로젝트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빌드, 테스
트 및 배포에 Maven 명령줄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ve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ven 프로젝트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AWS Lambda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1. Eclipse 도구 모음에서 Amazon Web Services 메뉴 (AWS홈페이지 아이콘으로 식별) 를 연 다음 새
AWS Lambda Java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또는 Eclipse 메뉴 표시줄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AWSLambda Java 프로젝트] 를 선택합니다.

2. 프로젝트 이름, 그룹 ID, 아티팩트 ID 및 클래스 이름을 연결된 입력 상자에 추가합니다. 그룹 ID와 아티
팩트 ID는 Maven 빌드 아티팩트를 식별하는 ID입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제 값을 사용합
니다.

• 프로젝트 이름: HelloLambda
• 그룹 ID: com.example.lambda
• 아티팩트 ID: demo
• 클래스 이름: Hello

패키지 이름 필드는 AWS Lambda 핸들러 클래스를 위한 패키지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이 필드의 기본 
값은 Maven 프로젝트 규칙에 따라 그룹 ID와 아티팩트 ID가 연결된 값입니다. 그룹 ID 및 결과물 ID 필
드가 업데이트되면 이 필드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3. 입력 유형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각 입력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AWS 
Lambda Java 프로젝트 대화 상자를 (p. 30) 참조하십시오.

4. 항목이 다음 스크린샷과 같은지 확인한 다음(같지 않은 경우 수정) 완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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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면 소스 미리 보기가 대화 상자에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변경됩니다.
5. 완료를 선택하고 나면 Eclipse 워크스페이스에서 프로젝트의 디렉터리 및 소스 파일이 생성됩니다. 새 

웹 브라우저 창이 열리고README.html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터리에 자동으로 생성됨) 가 표시됩니다.
README.html에서는 새 Lambda 함수를 구현, 테스트, 업로드 및 호출하는 다음 단계를 안내하는 지침
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단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지도록 해당 문서를 자세히 읽으십시
오.

그런 다음 Eclipse에서 방금 생성된 HelloLambda Java 프로젝트에서 함수를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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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러 메서드 구현
새 프로젝트 만들기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스켈레톤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이제 Lambda 함수가 호출될 때 
실행될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메서드의 입력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지정한 대로 함수에 문자열
을 전송하는 사용자 지정 이벤트별로 입력).

Lambda 핸들러 메서드를 구현하려면

1. Eclipse 프로젝트Hello.java 탐색기에서 HelloLambda프로젝트를 엽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유사한 코
드가 포함됩니다.

package com.example.lambda.demo;

import com.amazonaws.services.lambda.runtime.Context;
import com.amazonaws.services.lambda.runtime.RequestHandler;

public class Hello implements RequestHandler<Object, String> { 

    @Override 
    public String handleRequest(Object input, Context context) { 
        context.getLogger().log("Input: " + input); 

        // TODO: implement your handler 
        return "Hello from Lambda"; 
    }

}

2. handleRequest 함수의 내용을 다음 코드로 바꿉니다.

@Override
public String handleRequest(String input, Context context) { 
  context.getLogger().log("Input: " + input); 
  String output = "Hello, " + input + "!"; 
  return output;
}

Lambda가 IAM 역할을 맡도록 허용
Lambda가 Lambda 함수에 액세스할 수 있으려면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
을 생성해야 합니다. 를 사용하거나 Toolkit for Eclipse 사용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AWS Management Console 이 섹션에서는 Console에서 IAM 역할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Toolkit for Eclipse 사용하여 생성하려면 코드 업로드를 (p. 24) 참조하십시오.

Lambda용 IAM 역할을 생성하려면,

1. AWS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메뉴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
3. 탐색 창에서 역할을 선택한 후 역할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엔티티 유형 선택에서 AWS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이 역할을 사용할 서비스에 대해

Lambda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권한을 선택합니다.
5. 권한 연결 정책에서 을 선택합니다 AWSLambdaBasicExecutionRole. 이를 통해 Lambda CloudWatch 

Logs 리소스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검토(Next: Review)를 선택합니다.
6. 역할의 이름(예: hello-lambda-role)과 해당 역할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Create role

(역할 생성) 를 선택하여 IAM 역할 생성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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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 코드용 Amazon S3 버킷 생성
AWS LambdaAmazon S3 버킷 생성 시 Java 프로젝트를 저장할 Amazon S3 버킷 생성 코드를 실행할AWS 
리전에 이미 있는 버킷을 사용하거나 Lambda에서 사용할 새 버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권장).

를 사용하거나 Eclipse용 툴킷을 사용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Amazon S3 버킷을 만들 수 있습니다.AWS 
Management Console 이 섹션에서는 Amazon S3 버킷 생성 방법을 설명합니다. Toolkit for Eclipse 사용하여 
생성하려면 코드 업로드를 (p. 24) 참조하십시오.

Lambda에 사용할 Amazon S3 버킷을 생성하려면

1. AWS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메뉴에서 S3 콘솔을 엽니다.
3. 버킷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4. 버킷 이름을 입력하고 버킷에 대한 리전을 선택합니다. 이 지역은 Lambda 함수를 실행하려는 지역과 동

일해야 합니다. Lambda에서 지원하는 지역 목록은 의 리전 및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십시오 AWS 일반 
참조.

5. 생성을 선택하여 버킷 생성을 완료합니다.

코드 업로드
다음으로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함수 호출을 준비하기 위해 AWS Lambda에 코드를 업로
드합니다.

Lambda에 함수를 업로드하려면

1. Eclipse 코드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WSLambda를 선택한 다음 AWSLambda에 함수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2. 대상 Lambda 함수 선택 페이지에서 사용할AWS 리전을 선택합니다. 이 리전은 Amazon S3 버
킷 (p. 24)에 대해 선택한 리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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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Lambda 함수 생성을 선택하고 함수 이름(예: HelloFunction)을 입력합니다.
4.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함수 구성 페이지에서 대상 Lambda 함수에 대한 설명을 입력한 다음 함수에서 사용할 IAM 역할 및 

Amazon S3 버킷을 선택합니다.

25



AWS Toolkit for Eclipse 사용 설명서
튜토리얼:AWS Lambda 함수 생성, 업로드 및 호출 방법

사용 가능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Lambda에 함수 업로드 대화 상자를 (p. 32) 참조하십시
오.

6. Lambda 함수에 대한 새 IAM 역할을 생성하려면 함수 구성 페이지에서 함수 역할에서 생성을 선택합니
다. 역할 생성 대화 상자에 역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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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로드를 통해 Lambda 함수의 새 버전을 생성하려면 함수 구성 페이지에서 새 버전 게시를 선택합니다. 
Lambda의 버전 관리 및 별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WS Lambda개발자 안내서의AWS Lambda 
함수 버전 관리 및 별칭을 참조하십시오.

8. 새 버전을 게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새 버전에 별칭 지정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별칭을 이 버전의 
Lambda 함수와 연결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9. Lambda 함수를 위한 새 Amazon S3 버킷을 생성하려면 함수 구성 페이지에서 함수 코드용 S3 버킷 섹
션에서 생성을 선택합니다. 버킷 생성 대화 상자에 버킷 이름을 입력합니다.

10. 함수 코드에 대한 S3 버킷 섹션에서 업로드된 코드의 암호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없음을 선택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Amazon S3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 의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보호 를 참조하세요.

11. 고급 설정 옵션을 현재 값 그대로 둡니다. Toolkit for Eclipse 툴킷은 기본값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Finish] 를 선택하여 Lambda 함수를AWS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성공하면 선택한 Lambda 함수 이름이 Project Explorer 뷰의 Java 핸들러 클래스 옆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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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Eclipse 오류 로그 보기를 여십시오. Lambda는 함수 업로드 또는 실행 실패에 대
한 정보를 이 오류 로그에 기록하므로 이를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Lambda 함수 호출
이제 AWS Lambda에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Lambda 함수를 호출하려면

1. Eclipse 코드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WSLambda를 선택한 다음 AWSLambda에서 함
수 실행을 선택합니다.

2. 호출할 핸들러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3. 입력 상자에 유효한 JSON 문자열 (예: “AWSLambda”) 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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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프로젝트에 새 JSON 입력 파일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파일은 파일 이름이 ".json"으로 끝
나는 경우 이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에 표준 입력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Show Live Log(라이브 로그 표시) 대화 상자는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그러면 Eclipse 콘솔의 Lambda 
함수 출력의 로그가 표시됩니다.

5. Invoke를 선택하여 입력 데이터를 Lambda 함수로 전송합니다. 모든 항목을 올바르게 설정한 경우, 함수
의 반환 값이 Eclipse 콘솔 보기에 출력됩니다(아직 표시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표시됨).

축하합니다. Eclipse IDE에서 직접 첫 번째 Lambda 함수를 실행했습니다!

다음 단계
이제 함수를 업로드하고 배포했으니 코드를 변경하고 함수를 다시 실행해 보세요. Lambda는 자동으로 함수
를 다시 업로드 및 호출하고 출력을 Eclipse 콘솔로 출력합니다.

추가 정보
이 자습서에서 다룬 각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각 옵션에 대한 전체 설명은 AWSLambda Interface 
Reference를 (p. 30)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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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와 Lambda용 Java 코드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개발자 안내서의 Java로 Lambda 
함수 작성을 참조하십시오.

AWS Lambda참조 인터페이스
이 단원에서는 에서 Eclipse에 추가한 각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Toolkit for Eclipse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
합니다.AWS Lambda.

주제
• NewAWS LambdaJava 프로젝트 대화 상자 (p. 30)
• 함수 업로드AWS Lambda대화 상자 (p. 32)
• 실행AWS Lambda함수 대화 상자 (p. 36)

NewAWS LambdaJava 프로젝트 대화 상자
이새로운 Lambda 자바 프로젝트Lambda 함수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Java 프로젝트를 생성 
및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 상자 시작

새로운 Lambda Java 프로젝트 대화 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을 열어본 다음AWSEclipse 도구 모음의 메뉴 및 선택NewAWSLambda 자바 프로젝트....
• Selo파일 ‣ 새로 만들기 ‣ 기타...Eclipse 메뉴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AWS‣AWSLambda Java 프로젝트결

과 대화 상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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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대화 상자 생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이름

필수 여부.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패키지 이름

Java 패키지에 대한 선택적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com.mycompany.myproject"와 같이 유효한 Java 패
키지 이름이어야 합니다. 텍스트 항목 필드에 패키지 이름을 입력하면 소스 미리 보기 창의 내용에 추가
됩니다.

기본 값: 없음. 이 파라미터는 선택 항목입니다.
클래스 이름

필수 여부. Lambda 코드가 포함된 Java 클래스를 식별하는 이름입니다. 유효한 Java 클래스 이름이어
야 합니다. 기본값은 generic입니다. 여기에서 고유한 이름을 지정하거나 패키지 이름을 변경하여 비슷
한 이름의 클래스와의 충돌을 방지합니다.

기본 값: LambdaFunctionHa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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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유형

필수 여부.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데 사용할 입력 유형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범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3 이벤트— 이벤트 수신Amazon S3이벤트를 트리거합니다.
• SNS 이벤트— 이벤트 수신Amazon SNS.
• Kinesis 이벤트— 에서 이벤트를 수신합니다.Amazon Kinesis 스트림.
• Cognito 이벤트— 이벤트 수신Amazon Cognito.
• Custom— 사용자 지정 코드에서 이벤트를 수신합니다. 입력 유형을 사용자 지정으로 설정하면 유형 

선택 옆에 있는 상자에서 사용자 지정 입력 유형의 이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객
체 유형이 사용됩니다.

Important

사용자 정의 입력 유형해야 합니다다음과 같은 원시 유형이 아닌 유효한 Java 클래스 이
름이어야 합니다.int,float등. 이러한 경우에는 Java의 표준 상자 포장 유형(Integer,
Float,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벤트 소스의 설정에 사용자 지정 입력 유형을 사용합니다.
•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이AWS관리 콘솔.
• 이AWSCLI 호출 명령.

기본 값: S3 이벤트
출력 유형

출력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유효한 Java 객체여야 합니다.

기본 값: 객체

함수 업로드AWS Lambda대화 상자
이함수 업로드AWSLambdaLambda 함수를 생성하고 Lambda 함수가 호출될 코드를 업로드하는 대화 상자
입니다.

대화 상자 시작

시작할 수 있습니다.함수 업로드AWSLambda두 가지 방법으로 대화 상자:

• 해당 컨텍스트 메뉴를 엽니다.AWS이클립스의 Lambda 자바 프로젝트프로젝트 탐색기보기를 선택한 다
음Amazon Web Services,업로드 기능AWSLambda.

• Java 클래스에 대한 코드 창에서 컨텍스트 메뉴를 열고AWSLambda,업로드 기능AWSLambda.

이함수 업로드AWSLambda대화 상자에는 두 개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 대상 Lambda 함수 선택 (p. 33)
• 함수 구성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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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Lambda 함수 선택 옵션

핸들러 선택

(필수 항목) 업로드하려는 Lambda 함수 코드를 포함하는 핸들러 클래스입니다.

(기본값)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핸들러나 첫 번째 발견된 핸들러입니다(이전에 업로드된 핸들러가 없는 
경우).

SelectAWS리전

(필수 항목) Lambda 함수를 생성하려는 리전입니다.

(기본값) 기본값AWS Management Console해당 리전AWS계정.
Lambda 함수 선택 또는 생성

(필수 항목)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존 Lambda 함수를 사용하거나 이름을 입력하여 새 Lambda 함수를 생
성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값) 새 Lambda 함수 생성

다음을 선택하면 함수 구성 페이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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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구성 옵션

이 페이지는 5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자체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기본 설정

이 섹션에서는 함수 이름을 확인하고 텍스트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 불가능) 대상 Lambda 함수 선택 페이지에서 선택한 이름으로 이름이 결정됩니다. 여기에서는 수
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뒤로를 선택하여 이전 페이지에 이를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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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선택 사항) 함수에 대한 텍스트 설명입니다.

(기본값) 설명이 비어 있습니다.

함수 역할

이 섹션에서는 함수에 적용할 IAM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를 사용하여 새 IAM 역할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생성버튼. Toolkit for Eclipse 툴킷을 통해 생성한 IAM 역할은 Amazon S3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
하는 기본 역할입니다. 에 추가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AWS리소스인 경우 에서 사용된 각 서비스에 대한 액세
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IAM 역할

(필수 항목) Lambda가AWS함수를 실행하는 동안 리소스입니다.

(기본값) 에서 가져온 첫 번째 IAM 역할입니다.AWS계정.

함수 버전 관리 및 별칭

이 섹션에서는 Lambda 함수의 새 버전을 게시하고 해당 버전에 대한 별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Lambda 
버전 관리 및 별칭AWSLambda 함수 버전 관리 및 별칭의AWS Lambda개발자 안내서.

새 버전 발행

(기본값) 어떤 값도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Lambda 함수가 대체되는 대신에 새 버전
이 생성됩니다.

새 버전에 별칭 지정

(기본값) 어떤 값도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새 별칭을 입력하거나 기존 별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코드를 위한 S3 버킷

이 섹션에서는 Lambda 함수가 사용하도록 Amazon S3 버킷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생성Lambda 함수
가 Amazon S3 업로드될 때 Lambda 함수를 암호화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S3 Bucket

(필수 항목) 함수의 코드가 사용할 수 있는 Amazon S3 버킷입니다. 함수가 실행되는 리전과 동일한 리
전에 있는 버킷만 여기에 표시됩니다.

(기본값) 목록의 첫 번째 버킷이나 Lambda 함수를 업로드한 마지막 버킷입니다.
암호화 설정

(기본값) 어떤 값도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Amazon S3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보호의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고급 설정

이 섹션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설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함수 실행 섹션에 있는 설정 외에 함수의 실행 환
경을 추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MB)

(필수 항목) Lambda 함수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 (메가바이트) 입니다.

(기본값) 5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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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시간(s)

(필수 항목) 함수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행이 끝나는 제한 시간(초)입니다.

(기본값) 15초.

실행AWS Lambda함수 대화 상자
이Lambda 함수 실행대화 상자는 사용자가 Eclipse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대화 상자 시작
Lambda 함수 실행 대화 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맞는 메뉴를 열어AWSLambda Java 프로젝트프로젝트 탐색기보기 및 선택Amazon Web Services
>함수 실행AWSLambda....

• Java 클래스에 대한 코드 창에서 컨텍스트 메뉴를 열고AWSLambda >함수 실행AWSLambda....

[Invoke Function] 대화 상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옵션
함수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중 하나는 필수입니다.

• JSON 파일 중 하나를 입력으로 선택합니다.— 어떤 사항이있는 경우.json프로젝트에 첨부된 파일인 경
우 제공된 목록에서 파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이 옵션은 회색 음영으로 표
시됩니다.

• 또는 함수에 대한 JSON 입력— 여기에 함수에 유효한 JSON 입력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데이터 유형은 핸들러 클래스에 있는 Java 메서드의 입력 파라미터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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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데이터를 선택하고 제공한 경우FinishLambda 함수를 호출하거나Cancel아무 것도 실행하지 않고 대화 
상자를 종료합니다.

이AWS CloudFormation템플릿 편집기
Toolkit for Eclipse 툴킷에는 내장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AWS CloudFormation템플릿 편집기. 지원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편집된 템플릿의 Eclipse IDE에서 직접 스택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JSON 검사기를 사용하여 템플릿이 JSON 형식 및 콘텐츠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추가 및 액세스AWS CloudFormation템플릿 in Eclipse (p. 37)
• a 배포AWS CloudFormation템플릿 in Eclipse (p. 39)
• a 업데이트AWS CloudFormation템플릿 in Eclipse (p. 42)
• a 확인AWS CloudFormation템플릿 in Eclipse (p. 44)

추가 및 액세스AWS CloudFormation템플릿 in Eclipse
Eclipse 프로젝트에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추가하려면

1. 시스템의 파일 관리자에서 프로젝트에 추가할 템플릿을 찾아 파일을 프로젝트의 Package Explorer 창에 
끌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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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할 방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clipse 프로젝트의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액세스하려면

• Package Explorer에서 템플릿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파일을 편집합니다.

Note

.template 또는 .json으로 끝나는 파일에는 자동으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편집기가 사
용됩니다. 파일이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자동 인식되지 않으면 Package Explore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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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파일이 로드된 편집기 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클릭하고 Open With(열기)를 선택한 후 CloudFormation Template Editor를 선택하여 편집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배포AWS CloudFormation템플릿 in Eclipse
Note

.template로 끝나는 파일만 Eclipse IDE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json과 같이 파일이 다른 확
장명으로 끝나면 먼저 .template 확장명으로 이름을 변경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clipse에서 CloudFormation 템플릿을 배포하려면

1. 당신과 함께AWS CloudFormation.template에서 열린 파일AWS CloudFormation템플릿 편집기 (추가 
및 액세스AWSCloudFormation 템플릿 (Eclipse) (p. 37)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열려 있는 템플릿을 마우
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에 실행AWS그런 다음스택 만들기컨텍스트 메뉴에서 를 선택합니다.

2. Create New CloudFormation Stack(CloudFormation 스택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의 스택 이름 필드에 스
택 이름을 입력합니다. 템플릿 파일 필드에 템플릿 파일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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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됨).

SNS 주제— 목록에서 기존 SNS 주제를 선택하여 스택의 진행 상황에 대한 알림을 수신하거나 상자에 이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를 클릭하여 새 주제를 생성합니다.새로운 주제 생성.

생성 제한 시간— 얼마나 오래 선택AWS CloudFormation에서 실패 시 스택을 선언하고 롤백하기 전까지 
스택을 생성하도록 허용해야합니다.실패 시 롤백옵션이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패 시 롤백— 실패 시 스택을 롤백 (자체 삭제) 합니다. 실행을 완료하지 못해도 디버깅을 위해 스택을 계
속 활성 상태로 두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4. 다음을 클릭하여 파라미터 값을 계속 입력합니다.
5. 스택에 파라미터가 있으면 다음에 값을 입력합니다. 가능한 응답 목록이 사전 정의된 파라미터의 경우 제

공된 목록에서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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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료를 클릭하여 스택을 실행합니다.

스택이 실행되는 동안 아래 스택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CloudFormation에 노드AWS
탐색기보기 또는 스택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스택 편집기에서 열기컨텍스트 메뉴에서 를 
선택합니다.

Note

실행한 스택이 보이지 않는 경우AWS탐색기를 클릭하여 뷰를 수동으로 새로 고침 해야 합니다.새로 
고침(Refresh)AWS탐색기아이콘 상단에AWS탐색기를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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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데이트AWS CloudFormation템플릿 in Eclipse
Eclipse에서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업데이트하려면

1. 당신과 함께AWS CloudFormation.template에서 열린 파일AWS CloudFormation템플릿 편집기 (추가 
및 액세스AWSCloudFormation 템플릿 (Eclipse) (p. 37)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열려 있는 템플릿을 마우
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실행AWS그런 다음스택 업데이트컨텍스트 메뉴에서.

2. 스택 이름이 자동으로 선택되지 않은 경우 Update CloudFormation Stack(CloudFormation 스택 업데이트)
대화 상자의 스택 이름 필드에서 스택 이름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파일 필드에 해당 템플릿 파일도 자동으
로 선택됩니다.

3.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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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주제— 목록에서 기존 SNS 주제를 선택하여 스택의 진행 상황에 대한 알림을 수신하거나 상자에 이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을 클릭하여 새 주제를 생성합니다.새로운 주제 생성.

생성 제한 시간— 얼마나 오래 선택AWS CloudFormation실패 (롤백) 를 선언하고 롤백하기 전까지 스택을 
생성 할 수 있어야합니다.실패 시 롤백옵션이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패 시 롤백— 실패 시 스택을 롤백 (자체 삭제) 합니다. 실행을 완료하지 못해도 디버깅을 위해 스택을 계
속 활성 상태로 두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4. 다음을 클릭하여 파라미터 값을 계속 입력합니다.
5. 스택에 파라미터가 있으면 다음에 값을 입력합니다. 가능한 응답 목록이 사전 정의된 파라미터의 경우 제

공된 목록에서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완료를 클릭하여 스택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스택이 업데이트되는 동안 아래 스택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CloudFormation에 있는 
노드AWS탐색기보기 또는 스택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스택 편집기에서 열기컨텍스트 메
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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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확인AWS CloudFormation템플릿 in Eclipse
Eclipse에서 CloudFormation 템플릿 확인하기

•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Package Explorer 보기에서 템플릿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확

인을 클릭합니다.

• 편집기 창에서 편집할 템플릿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확인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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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템플릿은 JSON 정확성에 대해서만 확인되며, CloudFormation 정확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습니
다. 이 방법으로 확인된 스택 템플릿은 시작 또는 업데이트가 계속 실패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사용AWS탐색기
Amazon DynamoDB는 속도가 빠르고 확장성이 뛰어나며 비용 효과적인 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
니다. DynamoDB는 기존 데이터 스토리지에서의 확장성 제한을 없애면서도 낮은 지연 시간과 예측 가능한 
성능을 유지합니다. Toolkit for Eclipse는 개발 컨텍스트에서 DynamoDB를 사용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
다.

Toolkit for Eclipse에서AWSExplorer는 활성 테이블과 연결된 모든 DynamoDB 테이블이 표시됩니다AWS계
정.

Display Amazon DynamoDB tables in AWS Explorer.

DynamoDB 테이블 생성
Toolkit for Eclipse를 사용하여 새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에서 새 테이블을 생성하려면AWS탐색기

1. InAWS탐색기마우스 오른쪽 버튼Amazon DynamoDB를 클릭한 후 을 클릭합니다.테이블 생성. Create 
New DynamoDB Table(DynamoDB 테이블 새로 만들기) 마법사가 열립니다.

2. 테이블 이름 상자에 테이블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에 기본 해시 키 속성을 입력합니다.해시 키 속성상자를 클릭하고 에서 해시 키 유형을 선택합니다.해시 

키 유형드롭다운 목록. DynamoDB는 기본 키 속성을 사용하여 정렬되지 않은 (unordered) 해시 인덱스를 
빌드하고, 범위 기본 키 속성을 사용하여 정렬된 범위 인덱스를 빌드합니다. 기본 해시 키 속성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파티션 및 데이터 배포의Amazon DynamoDB Developer Guide.

4. 필요에 따라 Use a range key(범위 키 사용)를 선택하여 범위 기본 키를 지정합니다. Range key 
attribute(범위 키 속성) 상자에 범위 키 속성을 입력하고 Range key type(범위 키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범위 키 유형을 선택합니다.

5. 읽기 용량 단위 상자에서 읽기 용량 단위의 수를 지정하고 쓰기 용량 단위 상자에서 쓰기 용량 단위의 수
를 지정합니다. 최소 3개의 읽기 용량 단위와 5개의 쓰기 용량 단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읽기 및 쓰기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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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의Amazon DynamoDB Developer 
Guide.

6. 완료를 클릭하여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합니다.AWS탐색기를 클릭하여 테이
블 목록에서 새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Creating a table

DynamoDB 테이블을 그리드로 보기
DynamoDB 테이블 중 그리드 보기 하나를 열려면 에서 하위 노드를 두 번 클릭합니다.AWS탐색기테이블에 
해당합니다. 그리드 보기에서 테이블에 저장된 항목, 속성 및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열은 테이블의 항목에 
해당합니다. 테이블 열은 속성에 해당합니다. 테이블의 각 셀에는 항목에 대한 속성과 연결된 값이 있습니다.

속성에는 문자열 값 또는 숫자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속성에는 문자열 또는 숫자의 집합으로 구성된 
값이 있습니다. 집합 값은 대괄호로 묶여 있으며 쉼표로 구분된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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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DynamoDB Grid View

속성 및 값 편집
테이블 그리드 보기는 편집 가능합니다. 셀을 두 번 클릭하여 항목의 해당 속성에 대한 값을 편집할 수 있습
니다. 집합 값 속성의 경우 집합에서 개별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Cell editing in Amazon DynamoDB Grid View

편집 UI를 사용하면 속성 값을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속성 값 형식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숫자 값을 문자열 값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25"와 같이 내용이 숫자인 
문자열 값을 사용하는 경우 편집 UI를 사용하여 값 형식을 문자열에서 숫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집 
UI를 사용하여 단일 값을 집합 값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합 값을 단일 값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단, 집합 값의 집합에 실제로 요소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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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ng set values in Amazon DynamoDB Grid View

값 집합을 편집할 때 값 편집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속성 값을 편집한 후 Save set(세트 저장)를 클릭하여 변
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변경 사항을 취소하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속성 값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속성이 업데이트되었지만 새 값이 Amazon 
DynamoDB 데이터베이스에 작성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DynamoDB에 변경 사항을 다시 작성하려
면File를 클릭한 후 을 클릭합니다.Save또는 키보드에서 키를 누릅니다. 변경 사항을 취소하려면 Scan 
Table(테이블 스캔)을 클릭하고, 도구 키트가 스캔 전 변경 사항을 커밋할지 여부를 묻는 경우 아니요를 클릭
합니다.

DynamoDB 테이블 스캔하기

Scan button

도구 키트의 DynamoDB 테이블에서 스캔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캔에서 기준 집합을 정의하면 스캔이 테
이블에서 기준과 일치하는 모든 항목을 반환합니다. 스캔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므로 테이블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프로덕션 트래픽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캔 작업의 안전 사용에 대한 권장 사항
은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에서 Amazon DynamoDB 테이블에서 스캔을 수행하려면AWS탐색기

1. 그리드 보기에서 Add scan condition(스캔 조건 추가)을 클릭합니다. 새 스캔 절을 편집할 수 있는 UI가 나
타납니다.

2. 스캔 절 편집기에서 일치시킬 속성, 일치 방법(다음으로 시작, 포함 등), 일치시켜야 하는 리터럴 값 및 값
이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3. 필요한 경우 검색에 사용할 스캔 절을 추가합니다. 스캔에서는 모든 스캔 절의 기준과 일치하는 항목만 반
환됩니다. 스캔은 문자열 값과 일치하는 경우 대/소문자 구분 비교를 수행합니다.

4. 그리드 보기 상단의 버튼 모음에서 녹색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스캔을 실행합니다.

스캔 절을 제거하려면 각 절의 왼쪽에 있는 빨간색 X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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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button

모든 항목이 포함된 테이블 보기로 돌아가려면 두 번 클릭합니다.Amazon DynamoDB에서AWS탐색기.

스캔 결과 페이지 매김

보기 상단에 버튼 3개가 있습니다.

Paginate and export buttons

두 번째 버튼은 스캔 결과에 대한 페이지 매김을 제공합니다. 가장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스캔의 결과
를 CSV 파일로 내보냅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실행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것을 허용
하는 보안 그룹을 생성해야 합니다. 최소한 보안 그룹은 EC2 인스턴스로 SSH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포트 22
에 대해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마법사를 진행하는 동안 키 페어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키 페
어를 생성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인스턴스 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EC2 인스턴스에 대한 가격은 일반적으로 인스턴스 유형이 강력할 수록 더 높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단원을 
참조하십시오.http://aws.amazon.com/ec2/pricing/.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려면,

1. InAWS탐색기을 (를) 확장합니다Amazon EC2노드. Amazon Machine Images(AMI) 하위 노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EC2 AMI 보기 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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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 configuration dialog box
2. 이 예제에서 사용할 AMI를 표시하도록 AMI 보기를 구성합니다. 필터 상자에  start ebs 를 입력합니

다. 이렇게 하면 AMI의 목록을 필터링하여 이름에 "start" 및 "ebs"가 포함된 AMI만 표시합니다.

amazon/getting-started-with-ebs AMI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시작을 
선택합니다.

Select the Getting Started with EBS AMI
3. EC2 인스턴스 시작 대화 상자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AMI를 구성합니다.

호스트 수

이 값을 시작할 EC2 인스턴스의 수로 설정합니다.
인스턴스 유형

시작할 EC2 인스턴스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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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영역

인스턴스를 시작할 AZ(가용 영역)를 선택합니다. 일부 리전에서는 AZ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택
한 AZ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도구 키트에 다른 AZ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AZ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리전 및 가용 영역 FAQ의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

키 페어

키 페어는 SSH를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에 연결할 때 사용자 인증에 사용되는 퍼블릭/프라이빗 키 
집합입니다. 프라이빗 키에 액세스하기 위한 키 페어를 선택합니다.

보안 그룹

보안 그룹은 EC2 인스턴스가 허용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유형을 제어합니다. EC2 인스턴스에 연
결할 수 있도록 포트 22(SSH에 의해 사용되는 포트)에 대해 수신 트래픽을 허용하는 보안 그룹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구 키트를 사용하여 보안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에서 보안 그룹 관리AWS탐색기 (p. 53)

인스턴스 프로파일

인스턴스 프로파일은 IAM 역할에 대한 논리 컨테이너입니다.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선택하면 해당
하는 IAM 역할과 EC2 인스턴스를 연결합니다. IAM 역할은 특정 항목에 대한 액세스를 지정하는 정
책으로 구성됩니다.AWS서비스 및 계정 리소스. EC2 인스턴스가 IAM 역할과 연결되면 인스턴스에
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IAM 역할에서 지정한 권한으로 실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아무 것도 지정하지 않아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AWS소프트웨어 보안
이 강화됩니다. IAM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역할 작업의IAM 사용 설명서.

사용자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는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IMDS(Instance Meta Data Service)를 통해 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51

https://docs.aws.amazon.com/AWSEC2/latest/UserGuide/using-regions-availability-zones.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roles.html
https://docs.aws.amazon.com/AWSEC2/latest/UserGuide/ec2-instance-metadata.html


AWS Toolkit for Eclipse 사용 설명서
Amazon EC2 인스턴스 실행

Launching an AMI from AWS 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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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료를 클릭합니다.
5. InAWS탐색기, 아래Amazon EC2노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Instances서브노드 및 선

택EC2 인스턴스 열기 보기.

EC2 인스턴스가 EC2 인스턴스 보기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스턴스가 실행 중 상태로 전환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실행 중인 경우 인스턴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인
스턴스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컨텍스트 메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메뉴에서 인
스턴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스의 퍼블릭 DNS 주소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소를 사
용하여 SSH를 사용하는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List of Amazon EC2 instances

보안 그룹 관리AWS탐색기
Toolkit for Eclipse 툴킷을 사용하면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와 함께 사용할 
보안 그룹을 생성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연결된 보안 그룹을 지정해
야 합니다.

보안 그룹은 수신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방화벽의 역할을 하며,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수신하도
록 허용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또한 특정 IP 주소 또는 지정된 다른 보안 그룹에서만 수
신 트래픽이 수락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새 보안 그룹 만들기
이 단원에서는 새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처음으로 생성하면 보안 그룹에 권한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한 구성은 추가 작업을 통해 처리됩니다.

새 보안 그룹을 생성하려면

1. InAWS탐색기, 아래Amazon EC2노드, 오른쪽 클릭보안 그룹을 클릭한 후 을 클릭합니다.EC2 보안 그룹 
열기 보기.

2. EC2 보안 그룹 탭의 왼쪽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새 그룹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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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화 상자에서 새 보안 그룹에 대한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보안 그룹에 권한 추가
이 단원에서는 새 보안 그룹에 다른 컴퓨터가 SSH (Secure Shel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
스에 연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권한을 추가합니다.

보안 그룹에 권한을 추가하려면,

1. EC2 보안 그룹 탭의 오른쪽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권한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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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ke Add Permissions UI
2. 대화 상자에서 프로토콜, 포트 및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다시 시도하려면TCP( 사용)프로토콜드롭다

운 메뉴를 사용합니다. Enter22...에 대한포트 또는 포트 범위. 포트 22는 SSH용 표준 포트입니다. 네트
워크 마스크 상자에 허용되는 소스 IP 주소를 CIDR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0.0.0.0/0이며 이는 
보안 그룹이 외부 IP 주소로부터 포트 22(SSH)에 대한 TCP 연결을 허용하도록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로컬 컴퓨터의 서브넷에 있는 컴퓨터에서만 연결이 허용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
우 로컬 컴퓨터의 IP 주소 뒤에 "/10"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xxx.xxx.xxx.xxx/10"으로 지정합니다. 여
기에서 "xxx"는 로컬 컴퓨터의 IP 주소를 구성하는 별개의 8진수 값에 해당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UserID 및 보안 그룹 이름을 지정하여 보안 그룹에 대한 권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보안 그룹
의 Amazon EC2 인스턴스는 지정된 보안 그룹의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수신되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
픽을 허용합니다. 보안 그룹 이름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UserID도 지정해야 합니다. 보안 그룹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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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든 고유할 필요가 없습니다.AWS. 보안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EC2
의 보안의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

Amazon SNS 알림 보기 및 추가
Toolkit for Eclipse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된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mazon SNS)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Amazon SNS 지정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이메일과 같은 프로토콜을 사
용하여 알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Amazon SN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세
요.Amazon SNS 개발자 안내서.

Amazon SNS 알림 보기
다음 프로세스는 Amazon SNS 알림을 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알림을 보려면

1. InAWS탐색기에서 왼쪽의 삼각형을 클릭합니다.Amazon SNS노드를 확장한 후 Amazon SNS 주제가 포
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이 SNS 주제를 두 번 클릭하여 Eclipse 편집기 창에 세부 정보 보기를 엽니다. 이 예에서는서브스크립션 
ARN열에 해당 주제가 확인 대기 상태입니다. SNS에서는 해당 이메일 주소로 지정된 개인의 확인을 요구
합니다. 즉, 가 개인에게 이메일 알림을 보내기 전에 SNS에서 해당 이메일 주소로 지정된 개인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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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NS 알림 추가
를 사용하여 새 Amazon SNS 알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AWS탐색기.

새 알림을 추가하려면

1. InAWS탐색기마우스 오른쪽 버튼Amazon SNS를 클릭한 후 을 클릭합니다.새 주제 생성. 새 주제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2. 새 주제를 두 번 클릭하여 주제에 대한 세부 정보 보기를 표시합니다. 구독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클릭한 후 구독 생성을 클릭합니다. Subscription Protocol(구독 프로토콜) 상자를 이메일(일반 텍스
트)로 그대로 두고 엔드포인트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알림의 세부 정보 
보기에 이 구독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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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the notification protocol and endpoint.
3. 구독을 삭제하려면 구독의 프로토콜 열에서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구독 삭제를 클릭합

니다.

Note

구독이 생성되면 구독 "엔드포인트" 이메일 주소에 지정되어 있는 개인에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
니다. 이 이메일 주소는 에서 사용합니다.AWS알림을 전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AWS또는 Amazon.com입니다.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mazon 
RDS) 연결

이 단원에서는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mazon RDS) 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연결하
기 Toolkit for Eclipse Toolkit을 사용합니다. 아래 설명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RDS 데이
터베이스 인스턴스를AWS계정. 를 사용하여 RDS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AWS 
Management Console.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자의 위치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값에 대한 연결을 받는 데 사용하는 TCP 포트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방화벽 뒤에 있는 경우 방화벽
이 연결을 허용하는 TCP 포트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InAWS탐색기를 확장하십시오.Amazon RDS노드 다음과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목록이 표시
되어야 합니다.AWS계정. 이러한 인스턴스 중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연결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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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in context menu in AWS Explorer
2. Toolkit for Eclipse 인증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지정한 마스터 암호

를 입력합니다. 완료를 클릭합니다.

Authenticate against the database instance
3. Eclipse용 툴킷은 Eclipse Data Source Explorer에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대한 연결을 생성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데이터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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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ource Explorer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를 통해 누가 액세스할 수 있는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AWS자
원 그리고 그들이 리소스를 사용하여 무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AWSExplorer를 사용하여 IAM 
사용자, 그룹 및 역할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암호 정책을 설정하여 최소 길이와 같은 암호 
요구 사항을 지정하고 사용자에게 암호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Note

이는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입니다.모든 사용자, 심지어 계정 소유자도에 액세스하려면AWS리소스
를 IAM 사용자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IAM 사용자 중 하나의 자격 증명이 손상된 경우 계정의 루트 
자격 증명을 변경하지 않고도 손상된 자격 증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정보
계정의 암호 및 보안 자격 증명(액세스 키 ID 및 보안 액세스 키)을 공유하는 대신 각자 암호와 보안 자격 증
명을 가질 수 있는 IAM 사용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정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서 사용자
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과 액세스할 수 있는 리소스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정합니다.

편의상 개별 사용자에게 정책을 추가하는 대신 IAM 그룹(예: 관리자 및 개발자)을 만들어 정책을 연결한 후 
사용자를 이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가진 정책이 있는 역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계정의 
사용자, 서비스 및 IAM 자격 증명이 없는 사용자가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I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IAM 사용자 생성
조직의 다른 사용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IAM 사용자를 생성합니다.AWS자격 증명. 사용자에게 IAM 정책을 
연결하거나 그룹에 사용자를 할당하여 IAM 사용자에게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할당된 IAM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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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는 그룹에 연결된 정책에서 권한을 가져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그룹 생성 (p. 62) 및 IAM 그룹에 
IAM 사용자 추가 (p. 63)를 참조하십시오.

도구 키트를 사용하여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AWSIAM 사용자의 자격 증명 (액세스 키 ID 및 보안 액세스 키)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자의 자격 증명 관리 (p. 64)를 참조하십시오.

IAM 사용자를 생성하려면

1. InAWS탐색기를 확장하려면AWSID 및 액세스 관리노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사용자노드를 선택한 
다음새 사용자 생성.

2. 새 사용자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IAM 사용자 이름을 최대 5개 입력한 후 완료를 클릭합니다. IAM 
사용자의 이름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IAM 엔터티에 대한 제한의IAM 사용 설
명서.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그룹에 IAM 사용자 추가 (p. 63)를 참조하십시오. 
정책을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IAM 정책 연
결 (p. 71)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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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그룹 생성
IAM 사용자를 그룹에 추가하여 권한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연결된 권한은 해당 그룹의 사용자
에게 적용됩니다. IAM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사용자 및 그룹 작업의IAM 사용 설
명서.

그룹을 생성할 때 그룹 구성원에게 부여할 권한이 포함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IAM 그룹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InAWS탐색기를 확장하려면AWSID 및 액세스 관리노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그룹노드를 선택한 다
음새 그룹 생성.

2. 새로운 IAM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그룹 구성원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정하는 정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JSON 문서로 정책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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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름은 계정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해 입력한 JSON이 검증되지 않으면 정책을 저장
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정책 개요의IAM 사
용 설명서.

4. 완료를 클릭합니다.

IAM 그룹에 추가 정책을 연결하는 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IAM 정책 연
결 (p. 71)을 참조하십시오.

IAM 그룹에 IAM 사용자 추가
IAM 사용자가 그룹에 추가되면 그룹에 연결된 정책도 해당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IAM 사용자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사용자 및 그룹의IAM 사용 설명서.

IAM 그룹에 IAM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1. InAWS탐색기를 확장하려면AWSID 및 액세스 관리노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그룹노드를 선택한 다
음그룹 편집기 열기. 에서 IAM 그룹에 IAM 사용자를 추가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그룹에 노드AWS탐
색기이 아닌사용자노드.

2. 그룹 편집기에서 사용자를 추가할 그룹을 선택한 다음 사용자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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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단 창의 오른쪽에서 사용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그룹에 사용자 추가 대화 상자에서 추가할 사용자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IAM 사용자의 자격 증명 관리
각 사용자의 암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IAM 사용자는 암호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AWS에 있는 리
소스AWS Management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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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사용자의 암호를 생성하려면

1. InAWS탐색기를 확장하려면AWSID 및 액세스 관리노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사용자노드를 선택한 
다음사용자 에디터를 엽니다..

2. 사용자 목록에서 암호를 만들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요약 탭을 클릭합니다.

3. 하단 창의 오른쪽에서 암호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암호 업데이트 대화 상자에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Note

기존 암호를 새 암호로 덮어씁니다.

각 사용자마다 액세스 키 세트(액세스 키 ID 및 보안 액세스 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키는 프로그
래밍 방식으로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AWS—예를 들어,AWS명령줄 인
터페이스 (CLI) 를 사용하여 SDK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요청에 서명하거나 액세스하기AWS툴킷을 통한 서
비스 도구 키트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자격 증명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설정AWS자격 증명 (p. 4).)

IAM 사용자의 액세스 키를 생성하려면

1. InAWS탐색기를 확장하려면AWSID 및 액세스 관리노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사용자노드를 선택한 
다음사용자 에디터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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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목록에서 키를 생성할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요약 탭을 클릭합니다.

3. 액세스 키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의 액세스 키를 관리할 수 있는 창이 표시됩니다.

4. 액세스 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액세스 키 관리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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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된 자격 증명이 포함된 CSV(쉼표로 분리된 값)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Note

이 방법으로만 이 액세스 키를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키를 잃어버리면 삭제하고 새
로운 액세스 키 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IAM 사용자당 두 세트의 자격 증명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두 세트의 자격 증명 집합이 있지만 추가로 
한 세트를 더 생성해야 하는 경우 기존 세트 중 하나를 먼저 삭제해야 합니다.

자격 증명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격 증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요청은 모두 있습니다.AWS
이러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만든 것은 실패합니다. 이는 액세스를 임시로 비활성화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
다.AWS자격 증명 세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전에 비활성화된 자격 증명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IAM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키를 삭제, 비활성화 또는 다시 활성화하려면

1. InAWS탐색기를 확장하려면AWSID 및 액세스 관리노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사용자노드를 선택한 
다음사용자 에디터를 엽니다..

2. 사용자 목록에서 액세스 키를 관리할 대상 사용자를 선택한 후 요약 탭을 클릭하고 액세스 키 관리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해당 사용자의 액세스 키가 나열된 창에서 관리하려는 자격 증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액세스 키 삭제
• 비활성화
•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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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역할 생성
사용AWSIAM을 생성할 수 있는 도구 키트역할. 그런 다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가정사용자의 액세스
를 허용하려는 엔터티별AWS있습니다. 역할에 연결된 정책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용자(신뢰할 수 있는 엔
터티 또는 보안 주체)와 해당 엔터티에게 허용할 작업을 결정합니다.

도구 키트에서 다음의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원래 요청 ping에 대한AWS서비스. 예를 들어 Amazon EC2가 기타를 호출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
다.AWS서비스 또는AWS Data Pipeline는 Amazon EC2 인스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서비스 
역할이라고 합니다.

• 소유한 다른 계정. 여러 개가 있는 경우AWS계정을 사용하여 한 계정의 사용자가 역할을 사용하여 다른 계
정에 있는 리소스에 액세스할 권한을 가져오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타사 계정. 타사 벤더가 사용자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AWS있습니다. 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엔터
티가 타사의 역할을 만들 수 있습니다.AWS계정.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를 지정한 후 역할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결정하는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할을 생성하고 Amazon S3 버킷 중 하나로만 액세스를 제한하는 정책을 해당 역할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역할을 Amazon EC2 인스턴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애플
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애플리케이션은 역할 정책에서 액세스를 허용한 Amazon S3 버킷에만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IAM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 섹션을 참조하세요.

IAM 역할을 생성하려면

1. InAWS탐색기를 확장하려면AWSID 및 액세스 관리노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Roles노드를 선택한 
다음새 역할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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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AM 역할 이름을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역할을 부여할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역할을 만들려면 을 선택합니다.AWS서비
스 역할드롭다운 목록에서 서비스 역할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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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에 정의된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려면AWS소유한 계정 을 선택합니다.계정 ID를 
입력하고AWS다른 계정의 계좌 번호입니다.

타사 계정의 액세스를 제공하려면계정 ID제 3 자 입력AWS계정 번호입니다. 타사에서 외부 ID를 제공된 
경우 이 ID도 입력합니다.

4. 다음(Next)을 클릭합니다.
5. 역할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지정하는 정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JSON 문서로 정책을 입

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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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름은 계정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해 입력한 JSON이 검증되지 않으면 정책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정책 개요의IAM 사용안
내서.

6. 완료를 클릭합니다.

역할 편집기에 새 IAM 역할이 나타납니다.

액세스 방법을 보여 주는 예제AWSAmazon EC2 인스턴스와 연결된 IAM 역할을 사용하여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IAM 역할을 사용하여 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AWSAmazon EC2 리소스의AWS SDK for Java개발자 
안내서.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IAM 정책 연결
정책은 권한을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 연결된 정책은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AWS사
용자가 호출할 수 있는 작업 및 사용자가 작업할 수 있는 리소스 정책이 그룹에 연결되면 그룹 내 사용자에게 
권한이 적용됩니다. 정책이 역할에 연결되면 역할을 맡는 사용자에게 권한이 적용됩니다.

정책을 사용자 또는 그룹에 연결하는 프로세스는 서로 비슷합니다. 역할에 대해서는 역할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지정하는 정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역할을 맡을 수 있는(신뢰 관계 관
리) 사용자를 결정하는 정책을 연결 또는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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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전의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정책을 연결한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하여 추가 정책을 연결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의 기존 정책을 편집하려면 IAM 콘솔, 명령줄 도구 또는 API 호출을 
사용하십시오.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의 IAM 정책을 생성하려면

1. InAWS탐색기를 확장하려면AWSID 및 액세스 관리노드를 두 번 클릭그룹노드,사용자노드 또는Roles노
드.

2. 정책을 연결할 그룹, 사용자 또는 역할을 선택한 후 권한 탭을 클릭합니다.

3. 하단 창의 오른쪽에서 정책 연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그룹 정책 관리, 사용자 정책 관리 또는 역할 권한 관리 대화 상자에 정책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JSON 문서로 정책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72



AWS Toolkit for Eclipse 사용 설명서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IAM 정책 연결

정책 이름은 계정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해 입력한 JSON이 검증되지 않으면 정책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IAM 정책 개요의IAM 사
용 설명서.

역할의 신뢰 관계를 생성하거나 관리하려면

1. InAWS탐색기를 확장하려면AWSID 및 액세스 관리노드를 두 번 클릭Roles노드.
2. 역할 편집기에서 관리할 역할을 선택한 후 신뢰 관계 탭을 클릭합니다.

3. 하단 창의 오른쪽에서 신뢰 관계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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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뢰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서 JSON 정책 문서를 편집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암호 정책 설정
Toolkit for Eclipse 키트에서 계정의 암호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및 복잡성에 대한 특정 지
침에 따라 IAM 사용자에 대해 생성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를 변경하도록 허용할지 지정할 수도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IAM 암호 정책 관리의IAM 사용 설명서.

사용자 또는 그룹의 IAM 정책을 생성하려면

1. InAWS탐색기에 있는ID 및 액세스 관리를 두 번 클릭암호 정책노드.
2. 에서암호 정책창에서 원하는 정책 옵션을 지정합니다.AWS계정을 클릭한 후 을 클릭합니다.암호 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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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사용하여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디버깅
AWSSAM LO

이 자습서에서는 다음을 사용하여 Toolkit for Eclipse Toolkit으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디
버깅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AWSSAM Local SAM Local 기능AWS다음과 같이 작성된 서버리스 애플리
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CLI 툴AWS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 (AWSSAM). 자세한 내용은 SAM Local
README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조건
이 자습서를 사용하려면 Eclipse, Docker 및 Toolkit이 있어야 합니다.AWSSAM Local 설치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AWSSAM LOREADMEDocker 및 SAM Local 설치 지침.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시작하기 (p. 3)Eclipse
용 툴킷 설치 및 설정에 대한 지침은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Note

이AWSToolkit for Eclipse 툴킷의 SAM Local 기능은 유효한 pom.xml 파일이 포함된 유효한 Maven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필요한 도구를 설치한 후 Eclipse 를 엽니다.환경설정에서 대화 상자일식메뉴. 아래와 같이 SAM Local 실행 
파일 경로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Toolkit for Eclipse 툴킷에서 SAM Local 설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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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deStar 에서 SAM 애플리케이션 가져오기
이 자습서에서는 AWS CodeStar 의 샘플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에서 서버리스 프로
젝트 생성AWSCodeStar에서 자습서입니다.AWS CodeStar 사용 설명서를 눌러 샘플 프로젝트를 생성합니
다.

AWS CodeStar 에서 SAM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오려면

1. Eclipse 도구 모음에서 Amazon Web Services 메뉴 (로 식별) 를 엽니다.AWS홈페이지 아이콘) 을 선
택한 다음가져오기AWSCodeStar 프로젝트. 또는 Eclipse 메뉴 모음에서 를 선택합니다.File,가져오
기,AWS,AWSCodeStar 프로젝트.

2.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된 리전을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이름 목록에서 샘플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4. Git 자격 증명에 추가합니다.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WSCodeCommit 사용 설명서CodeCommit에 대한 

Git 자격 증명을 얻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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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6. 선택다음에브랜치 선택페이지.
7. 선택Finish에로컬 대상페이지.

이제 Eclipse 내에서 SAM Local을 사용하여 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로컬로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로컬로 Lambda 함수 디버깅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디버그 구성을 생성하고 SAM Local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로컬로 실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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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 함수를 로컬로 디버깅하려면

1. Eclipse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HelloWorldHandler.java를 엽니다.
2. Eclipse 코드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다음으로 디버깅를 선택한 다음 를 선택합니

다.AWSSAM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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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예제에서는 프로젝트와 템플릿의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4. 선택Lambda 함수의실행 방식필드.
5. 선택겟엘로월드의함수 식별자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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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예제에서는 Amazon S3 이벤트를 입력합니다. 선택생성다음이벤트입력 상자.

7. Amazon S3 버킷을 가진 리전을 선택합니다.
8. 유효한 Amazon S3 버킷 이름을 입력합니다.
9. 유효한 Amazon S3 객체 키를 입력하고 를 선택합니다.확인.
10. 다른 이름으로 저장 페이지에서 현재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이벤트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예제에

서는 s3-event.json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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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확인을 선택하여 이벤트 파일을 저장하고 메인 대화 상자로 돌아갑니다.
12. 고급 설정은 현재 값 그대로 둡니다. 이들 필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급 설정 (p. 83)을 참조하십시

오.
13. [Apply]를 선택한 다음 [Debug]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Lambda 함수가 로컬로 실행됩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단점을 설정하여 
코드를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로컬에서 API Gateway 테스트
SAM Local을 통해 HTTP 요청/응답 기능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API Gateway를 로컬로 테스트하려면

1. Eclipse 코드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Debug As(디버그)를 선택한 후 디버그 구성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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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실행에 대해 새로운 디버그 구성을 생성하고 다른 이름을 지정합니다.
3. 선택API 게이트웨이의실행 방식필드.
4. 다른 모든 필드는 현재 값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구성은 다음과 비슷해야 합니다.

5. [Apply]를 선택한 다음 [Debug]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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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설정

이렇게 하면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로컬 API 게이트웨이가 생성됩니다. 디버그 출력
에는 코드의 요청/응답 기능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HTTP 링크가 포함됩니다.

고급 설정
이 단원에서는 SAM Local 디버그 구성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고급 옵션들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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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구성
프로파일 선택

(필수 항목) 사용할 프로필입니다.AWS자격 증명.

(기본값) 기본 프로필입니다.
지역 선택

(필수 항목)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리전입니다.

(기본값) 미국 동부(버지니아)

SAM Local 구성
Maven 목표

(필수 항목)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때 수행할 Maven 목표입니다. 기본 설정에 따라 모든 종속 프로그램
이 포함된 Jar 파일(fat Jar)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목표들을 사용자가 지정해야 합니다. fat 
Jar를 생성하기 위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Maven 프로젝트의 Maven Shade 플러그인을 참조하
십시오.

(기본값) 클린 패키지
SAM 실행 시간

(필수 항목) SAM 실행 파일에 대한 경로입니다.

(기본값) /usr/local/bin/sam
디버깅 포트

(필수 항목) Eclipse 디버거가 SAM Local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기본값) 5858
Env 변수

(선택 사항) Lambda 함수에서 사용되는 환경 변수에 대한 값이 포함된 JSON 파일의 경로입니다. 이 파
일에 필요한 구문에 대한 내용은 SAM Local 사용 설명서의 환경 변수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비어 있음

Lambda 함수 구성
코드 URI

(선택 사항) 코드 아카이브 파일에 대한 경로. 이 페이지의 예제에서는 .jar 파일에 대한 경로가 여기에 해
당됩니다.

(기본값) template.yml 파일의 경로
제한 시간

(필수 항목) Lambda 함수 런타임 제한 시간입니다.

(기본값)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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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추가 정보
에 대한 자세한 내용AWSSAM 로컬,AWSSAM LOGitHub의 사용자 안내서입니다. 에 대한 자세한 내용
AWSSAM (Serverless Application Model) 은AWSSAMGitHub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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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Eclipse가 보안 스토어에 쓸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
AWSEclipse가 보안 스토어에 쓸 수 없습니다.

문제:체크 아웃 또는 체크 인 시AWSCodeCommit 저장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보안 저장소에 쓰는 데 
실패했습니다. 암호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솔루션: 오픈 업환경설정->일반->보안->보안 스토리지->목차->GIT->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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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록
다음 표에서는 이 가이드의 최신 릴리스 이후 변경된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API 버전: 2010-12-01

최신 설명서 업데이트: 2020년 4월 28일

2016년 12월 1일

새로운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 마법사 (p. 11)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는 새 단원이 추가되
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를 제거된추가 리소스주제 - 이제 해당 페이지의 정보를 안내서의 첫 번째 페이지 제목 아래에 있습니
다.추가 설명서 및 리소스 (p. 1).

2015년 10월 22일
• 해당 함수를 잘 표현하기 위해 가이드의 이름이 "시작 안내서"에서 "사용 설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 설치할 도구 키트의 구성 요소 선택 방식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설치 지침이 업데이트되었습

니다.
2014년 6월 16일

이제 Toolkit for Eclipse에서 작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AWS LambdaJava가 포함된 함수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에서 Lambda 사용AWSToolkit for Eclipse (p. 20).

2013년 9월 27일
• Toolkit for Eclipse 툴킷은 이제 저장 및 액세스에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AWS자격 증명을

AWSCLI 및AWS여러 프로필을 사용하여 둘 이상의 자격 증명 집합을 저장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로 업데이트된 주제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설정AWS자격 증명 (p. 4).

• Eclipse 시작 안내서용 툴킷은 다른 설명서와 일치하여 재구성되었습니다.AWSSDK 문서 (특
히,AWSToolkit for Eclipse 툴킷이 종속되는 Java SDK). 대부분의 재구성은 논리적이고 자명한 것이
어야 하지만, 각 가이드의 주요 섹션에 대한 설명은 에 나와 있습니다.란 무엇입니까?AWSToolkit for 
Eclipse? (p. 1).

• 시작하기 (p. 3)가 Eclipse 4.3("Kepler")에 대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13년 9월 9일

이 주제에서는 가이드의 최신 변경 사항을 추적합니다. 이는 릴리스 정보 기록을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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